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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 NBC 방송의 조사 결과로는 하루에 약 150

번 스마트 폰을 확인한다고 하며 국내에서는 CJ엔

터테인먼트 스마트미디어사업본부에서 실시한 리

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폰 사용자들

은 일평균 164.5회 잠  화면을 해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6분에 한 번 스마트 폰 기화면

을 해제하는 것으로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한시간

당 10.2회 해제하는 것이다. 즉 평균 5.8분에 한 번 

잠  화면을 확인하는 셈이다. 이처럼 스마트 폰 

사용자가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고정된 화면이 잠

 화면이다. 한 잠  화면은 스마트 폰 앱의 사

용자 노출시장에서 매우 큰 시장이지만 제공 서비

스 측면애서 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개인 사용자 

공간인 잠  화면에 특정 정보를 노출하게 되면 

사용자에 따라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스마트 폰에 고를 노출한다는 면에서 국내에

서는 리워드 앱(reward app)1)이 출시되어 사용자

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으나 차 그 사용도가 감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잠  화면에 단순 고가 아닌 사

용자의 심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생활에 도

움을  수 있는 정보 융합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

다.

2. 련 연구

인터넷 정보추출을 통한 가공 기술을 이용한 다

양한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텍스트 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트 터 사용자를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태그를 추출하는 기법에 하여 연구

하 다(Wu, 2010).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라는 측

면의 트 터와 소셜 미디어라는 측면 트 터의 특

징을 설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디어로써 트

1) 리워드 앱(reward app)：스마트 폰으로 고를 시청

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나 으로 보상

해 주는 앱.

터의 특징을 설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Kwak, 

2010). 미디어로써 트 터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

징인 치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지역에서 어떤 뉴

스가 발생하 는지 알려주는 “TwitterStand”라는 

시스템도 연구되었다(An, 2012).

트 터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정보 달에 

있다. 트 터 상에 유통되고 있는 실시간 트윗들을 

분석하여 검색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켰다(Abrol, 

2010). 사용자가 검색 쿼리를 입력했을 때 Twinner

라는 시스템이 쿼리가 트 터에서 실시간으로 논

의되고 있는 주제인지 단하여 검색 쿼리를 확장

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도록 도와 다. 트

터의 이런 강력한 정보 달 능력은 때로는 잘

못된 루머의 를 야기한다. 뉴스와 련 된 트

윗을 수작업으로 분류한 다음 해당 뉴스 트윗의 

신뢰도를 평가하 다. 트윗들을 기술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특성들을 정의하고 이들을 이용해 기계학

습 로세스를 이용해 자동으로 트윗의 신뢰도를 

평가해주는 연구를 하 다. 다수의 트윗에서 하나

의 커다란 토픽을 추출해 내는 시스템도 제안되었다. 

이는 수많은 트윗들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질의한 

쿼리와 같이 사용된 키워드 그리고 련된 트윗들

을 분류해서 보여 다(O’Connor, 2010). 

3. 비즈니스 모델의 배경

3.1 서비스 모델의 필요성

최 로 국내에서 잠  화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컨  “버즈빌 표 이 우, 이 호”는 “소 트뱅

크 벤처스 표 문규학”로부터 최근 30억의 투자

를 유치했으며 ‘캐시슬라이드’를 운 하는 “엔비티 

트 스( 표 박수근)”도 “CJ창업투자, MVP 창

업투자, 다음커뮤니 이션”으로부터 4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처럼 잠  화면 시장에 한 

평가가치는 매우 높으며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

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그러나 기존 

잠  화면 서비스들은 모두 리워드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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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리워드 앱이 사용자에게 신선하게 다가

와서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 지만 <Figure 1>

과 같이 2013년 리워드 앱의 실제 사용수 을 볼 

때 사용하는 편이 28%에 불가하다.

 <Figure 1> DMC Media, Rewards App Actual use 
levels, 2013

 

최근 1년간 “DMC 미디어 2013 리워드 앱 리포트” 

에서도 리워드 앱 경험자들이 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투자 시간 비 은 보상으로 56.9%’을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실제 사용 수 도 매

우 낮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애드라떼(AD Lattle)”는 사용자에

게 립  지 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잠

 화면에서 리워드 앱에 한 사용자들의 평가가 

매우 낮으며 해외 시장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 

타겟 마 을 하는 자세가 국내와 다르기 때문

에 잠  화면에서 고가 나오는 것을 매우 불편

하게 생각하고 있다(DMC, 2013).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모델(이하, 

지 은 락커)을 통해 잠재성 높은 잠  화면에서 

사용자들에게 어뷰징2)이 아닌 정보와 즐거움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장진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단하 다. “지 은 락커”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

어에 민감한 10∼30 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

분한 서비스이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동 상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2) 어뷰징(abusing)：개인이 본인의 계정 외 부계정 등 

다 계정조작을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

를 일컫는 말.

정보나 메신 에서 공유되고 있는 인기 콘텐츠 등

에 범용으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다.

3.2 서비스 차별성

실시간 상승 검색어와 내용이 일치하는 뉴스

기사를 매칭하게 되며 매칭 된 뉴스를 사람들이 보

기 쉽게 하기 해 핵심 문장만 추출하여 요약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재 국내  해외에는 검

색어와 뉴스를 매칭하고 매칭된 뉴스를 요약하는 

시스템이 구 된 사례는 없다. 

본 논문의 서비스 모델은 페이지 랭크 기술을 기

반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 다. 

한 제공되는 SNS와 동 상 콘텐츠에서 실시간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양질의 콘텐

츠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를 해 필

터링 엔진을 개발하 으며 실시간 화제 콘텐츠만

을 선별하여 잠  화면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재 시장에는 개인 SNS 데이터를 보여주는 서

비스는 있지만 공개된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보여

주는 서비스는 없다. 이 처럼 본 서비스 모델은 차

별성을 가지고 있다.

4. 구   분석

4.1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 연구

가장 표 인 기능인 실시간 상승 검색어와 

뉴스의 매칭 기술은 과거 야후가 개발하 던 요약 

기술에서 발 된 형태이다. 자연어를 분류 처리하

여 그래  형태로 분석하고 텍스트 랭크(text rank) 

알고리즘을 용하여 구  하 다.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은 그래  기반의 랭킹 알

고리즘에서 데이터를 단어로 취 하여 단어 사이의 

연 계를 구성하여 키워드의 요도를 계산한다. 

그래  기반의 랭킹 알고리즘은 Kleinberg가 제안

한 HITS 알고리즘과 구  창립자인 Sergey Brin, 

Larry Page가 제안한 구 의 웹페이지 랭킹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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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한 페이지 랭크(page rank) 알고리즘 등이 

있다(DMC, 2013; An, 2012).

본 연구에는 그래  기반 랭킹 알고리즘으로는 

페이지 랭크를 사용하고 기사에서 추출한 형태소

로 그래 를 모델링하여 알고리즘을 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 다. 식 (1)은 그래  상의 i번째 

정 을 의미하며 PR()는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에 의해 얻어진 정 의 순 를 의미한다. 

In()는 정 을 가리키는 이웃 정 의 집합을 

의미하며 d는 감쇄율(damping factor)값으로 랜덤 

서퍼 모델(random surfer model)을 반 하기 한 

값이다. 즉 정  와 정  사이에 존재하는 간선의 

가 치를 의미한다. 

구  시 감쇄율 d의 값은 0.85를 기본으로 사용

한다. 이 식으로 그래 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정 에 

하여 순 를 반복해서 계산한다. 이 반복 인 

계산은 모든 정 의 순 의 변동폭이 특정 범  이

내로 수렴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래  기반의 랭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어진 정 의 순 를 기

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여 상  k개를 뽑게 되면 

해당 정 이 텍스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

드가 된다(Kwak, 2010; Sankaranarayanan, 2009). 

   
∈ 

∈  
 

 (1)

4.2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 용

소셜 데이터와 텍스트를 상으로 랭크 알고리

즘을 용하 다. 첫 번째, <Figure 2>의 소셜 데

이터를 에서 서술한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의 입

력 데이터로 사용하 다.

<Figure 2> Algorithm Test Input Data 1

먼  입력 데이터 텍스트를 형태소 분석기를 거

쳐서 추출된 키워드를 그래 의 정 으로 구성한 

후 모든 정 들의 이웃정 을 연결한다. 여기서 

사용된 형태소 분석 방법은 식 (1)과 같다.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에 사용될 그래 상간의 계도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 Graph of the Input Value 1

그리고 그래  정 들이 구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그래  기반 랭킹 알고리즘으로 페이지랭크를 사

용하여 정 의 스코어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입

력 값 1을  언 된 알고리즘을 용하면 <Figure 

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Figure 4> Score Descending Applying PageRank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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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랭킹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데이터에서 

순  상  키워드는 메일, 작성법, 사람 순으로 나

오게 된다. 사람이 악하 을 때 사용된 소셜 데

이터의 핵심 내용은 “미국사람과 한국 사람의 메

일 작성법에 한 특징”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을 용하여 출력된 상 키워드가 메일, 

작성법, 사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Figure 5>의 텍스트를 입력 데이터로 

첫 번째 테스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실시하 다.

<Figure 5> Algorithm Test Input Data 2

<Figure 6> Relationship of the Graph of the Input 
Value 2

사용된 입력 데이터는 성공과 실패에 한 정신과 

문의 칼럼이다. 이 텍스트에 해 텍스트 랭킹 

알고리즘을 용한 후 얻어진 결과  스코어를 

기 으로 상  데이터는 <Figure 5>와 같다. 이로

부터 입력 데이터가 성공, 사람, 실패 등으로 자동

으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다. 용된 순  내림차

순 결과를 볼 때 객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형태소 분석기를 실행하여 <Figure 6>과 같이 그

래 를 구성한 후 정 들을 연결하 다.

구성된 그래 를 페이지랭크를 이용하여 스코어

를 계산하면 <Figure 7>과 같이 단어별 순 를 가

시 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Descending Apply PageRank Ranking 
Algorithm

본 서비스에 사용된 형태소 분석기는 일본어 형

태소 분석기로 오 소스 메카 (MeCab)엔진을 한

국어 형태소 분석기 오  로젝트로 운 하는 ‘은

 한 닢’ 로젝트를 활용하 다. 형태소 분석을 

한 말뭉치 학습 사  목록 일부는 “21세기 세종계

획”의 성과물을 사용하 다. 한 키피디아를 크

롤링(crawling)하는 엔진을 통하여 사 을 보충하

다. 메카  엔진에서 사 은 엑셀 일로 리되

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기사의 정확한 분

석을 해 네이버(naver) 포탈 기  실시간 검색

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동 사 을 구축하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용하 다. 따라서 입력 데

이터 분석을 한 신조어, 합성어 등도 정확한 분

석과 추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

다.

와 같은 처리과정을 이용하여 자연어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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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래 를 구 하여 정 들 간의 연 계를 연

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구 하 다. 

4.3 사용자 이용 황  분석

잠  화면에서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를 매칭한 후 

핵심 문장(key sentence)에 원문으로 이동할 수 있

는 기능을 추가한 후 사용자 이용 황을 분석하 다. 

다음 <Figure 8>은 매칭된 뉴스에서 핵심문장만 

추출하여 제공되는 항목에서 사용자의 클릭이벤트

와 제공되는 핵심문장을 통하여 추가 으로 원문

으로 이동한 사용자를 표 한 것이다. 

핵심문장은 매칭된 뉴스에서 핵심문장만 추출하

여 제공되는 항목에서 유 의 클릭이벤트를 표

한 것이며 원문연결(link to original article)은 핵

심문장에서 유 가 제공되는 문장을 확인 후 추가

으로 원문으로 이동 하는 경우의 이벤트이다. 

<Figure 8>을 분석해보면 사용자들이 제공되는 

핵심 문장을 보고 원문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평균 

5.71%에 불과하다. 이  부분의 경우에서 알고

리즘을 통해 추출된 핵심 문장만으로 실시간 상

승 키워드가 발생한 이유를 정확히 단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 들은 직  텍스트를 읽지 않아도 추

출된 핵심문장만으로 실시간 상승 키워드가 발

생한 이유를 악할 수 있다.

<Figure 8> User Data Analysis

4.4 서비스 모델 확장

본 논문 제 4.3 의 사용자 이용 황 분석을 통

하여 실시간 검색어가 발생한 원인을 요약해서 제

공하 을 때 제공 받은 정보를 수용하 으며 만족

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잠  화면에서 실시

간 요약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제스처(gesture)

기능을 융합하려고 한다.

첫째로 잠  화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화려

한 효과의 잠  화면 해제와 앞서 언 된 정보콘

텐츠의 제공을 잠  화면에서 간결하게 제공하고

자 한다.

<Figure 9> Lock Screen Design

<Figure 9>에서 화면 좌측의 “Content Menu”

를 통해 정보콘텐츠를 확인 할 수 있고 핀으로 고

정시켜서 잠  화면에서 고정하여 볼 수 있도록 

제공된다.

두 번째로 잠  화면에서 빠르게 원하는 애 리

이션을 실행하기 해 제스처 기반의 서비스 모

델을 보완하려고 한다.

<Figure 10>은 iOS 운 체계의 Jitouch 로그

램이다. 애  UX(user experience)에 핵심 인 기

능인 제스처를 통해 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이를 기반으로 잠  화면에서 원하

는 애 리 이션을 사용자가 제스처를 등록하여 

매칭 후 잠  화면에서 빠르게 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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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Jitouch of Apple iOS

<Figure 11> Android Gesture Test

<Figure 11>은 안드로이드에서 제스처를 테스트 

하는 화면이다. 이를 통해 제스처와 애 리 이션

을 연결하여 사람들에게 잠  화면의 사용성을 높

여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잠  화면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 다. 한 

잠  화면에서 고가 아닌 사용자의 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다. 사용자는 잠

 화면에 머물러 있는 짧은 시간동안 실시간 

심정보 트 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잠  

화면을 통해 실시간 검색어가 발생한 이유를 요약

된 짧은 텍스트로부터 확인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 

SNS와 동 상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를 하여 랭크 알고리즘을 용하고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 활용정도를 분석하

으며 서비스 모델의 확장을 하여 제스처 기능

을 용하 다. 

향후에는 랭크 알고리즘을 어  기타 언어에 

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자를 상으

로 서비스 모델을 확장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사용자 확보  정보제공 

서비스 랫폼으로 확장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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