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work 1

SNU L0444.200, 2017 Fall

Due: 10/18 (Wed), 23:59

TA: Jinyung Kim, Prof: Kwangkeun Yi

이번 학기의 최종 과제로 스마트폰 시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인 위치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방문해 볼 만한 곳을 추천하고, 새로운 길을 제안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게 될 것이다.1

다양한 위치기반 데이터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위치는 위도와 경도의 순서쌍으로 흔히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서울대입구역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위도 37.481236, 경도 126.952733으로 나타

난다. 위치가 다른 데이터가 결합되어 의미있는 정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구글의 위치

기록기능을사용하면사용자의시간별위치와이동정보를알수있다.이것은위치에시각(timestamp)

에 대한 데이터가 결합된 것이다. 위치가 기록된 소셜 미디어(인스타그램 등)의 포스팅을 통해 주변의

명소나 맛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것은 위치에 한국어로 작성된 자연언어 데이터가 결합된

것이다.

이번과제는그첫출발로,그간배운개념들과실습한내용을동원하여앞으로최종과제의결과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작은 과제들을 연습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일부는 실제 부품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시각과 위치 데이터를 다루고, 5번부터 6번까지는 한국어 단어들을 다룬다.

Exercise 1 “시각이 기록된 위치정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키를 가지는 파이썬의 딕셔너리(Dictionary) 자료형을 이용하여 시각이

기록된 위치정보를 표현한다.

• latitude: 위도를 나타내는 실수값

• longitude: 경도를 나타내는 실수값

• timestamp: 시각을 나타내는 양의 정수값 (Unix time: 1970년 1월 1일 00:00:00 UTC로부터 몇

초가 지났는지)

12017년 봄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SNU 046.016) 수업에서 박미현, 이도경, 김연두 학생이 제출한 ‘누구나 모험가가 될

수 있는 모험 소프트웨어 제안’을 참고하여 각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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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를 나타내는 실수, 경도를 나타내는 실수, 시각을 나타내는 정수가 순서대로 인자로 주어지면,

위와 같은 딕셔너리를 돌려주는 함수 make timestamped loc()를 작성해 본다.

예를 들어, make timestamped loc(37.481236, 126.952733, 1483196400)는 다음과 같은 딕셔

너리를 만들어 돌려준다: {‘latitude’: 37.481236, ‘longitude’: 126.952733, ‘timestamp’:

1483196400} 이는 한국시각으로 2017년 1월 1일 자정의 서울대입구역을 뜻하는 값이 된다.

Exercise 2 “시각 순으로 위치 정렬하기”

시각이 기록된 위치정보들의 리스트가 인자로 주어진다. 1번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같은 자료를

말한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렬해야 시간별 위치에 따른 이동 정보를 알기가 수월할 것이다. 시간순으로

정렬한 리스트를 돌려주는 함수 sort locs()를 작성해 본다.

리스트에 있는 모든 위치는 시각이 다르다고 가정한다. 즉, 같은 시각에 여러 곳에 동시에 있었던

경우는 없다.

Exercise 3 “총 이동 거리”

시간순으로 정렬된, 시각이 기록된 위치정보들의 리스트가 인자로 주어진다. 누군가의 시간별 위치

에 대한 정보이다. 이를 이용하여,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이동한 거리의 총합을 미터 단위로 계산해

이를 돌려주는 함수 total dist()를 작성해 본다. n개의 위치정보가 주어졌으면, 이를 시간순으로 인

접한 것끼리 n − 1번 거리를 계산해 이를 합한 결과를 돌려주면 된다. 예를 들어, 시간 t1에 위치 A에,

시간 t2에 위치 B에, 시간 t3에 위치 C에 있었다고 하자. 이 때 A와 B사이의 거리와, B와 C사이의

거리의 합을 돌려주면 된다.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에 대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를 계

산해주는 함수 dist(lat1, lon1, lat2, lon2)가 제공될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총 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Exercise 4 “총 걸은 거리”

역시 시간순으로 정렬된, 시각이 기록된 위치정보들의 리스트가 인자로 주어진다. 누군가의 시간별

위치에 대한 정보이다. 이번에는 총 이동 거리가 아닌, 이 사람이 걸은 거리만을 계산해 이를 돌려주는

함수 total walked dist()를작성해본다.위치기반의증강현실게임이나건강앱등에서실제로사용

되는 기능이다. 계산을 위해 편의상 속도가 5m/s 미만이면 걸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두 위치정보

사이에 이동한 속도는, 위도와 경도를 바탕으로 계산한 거리를, 걸린 시간(두 위치정보에서 시각 값의

차이)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다.

예를들어,시간 t1에위치 A에,시간 t2에위치 B에,시간 t3에위치 C에있었다고하자.만일 A에서

B로 이동하는 데 걸린 속도는 5m/s보다 크고, B에서 C로 이동하는데 걸린 속도는 5m/s보다 작다면,

B와 C사이의 거리만을 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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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5 “빈번한 순으로 단어 정렬”

이번에는 문자열들의 리스트가 인자로 주어진다. 각각은 단어들이고, 서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할 수도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한 글에서 등장한 단어들이라고 하자.

글의전체를아우르는핵심단어를뽑는근거중에하나로단어의빈도수를생각해볼수있다.중요한

단어라면 여러 번 반복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리스트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빈번한 순으로

단어를 정렬해 이를 돌려주는 함수 frequency sort()를 작성해 본다. 빈도수가 같다면 가나다순으로

나열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 ‘컴퓨터과학적’, ‘사고’, ‘컴퓨터’, ‘과학’, ‘과학’, ‘사고’]가 인자로 주어

지면 [‘과학’, ‘사고’, ‘컴퓨터’, ‘컴퓨터과학적’]을 돌려준다. ‘과학’이 3번, ‘사고’와 ‘컴퓨터’가 각각 2번,

‘컴퓨터과학적’이 1번 등장하기 때문이다.

Exercise 6 “단어의 리스트들의 리스트”

단어의 리스트들의 리스트가 인자로 주어진다. 주어지는 리스트의 원소는 단어들의 리스트로, 각각

서로다른글에서등장한단어들이라고하자.여러개의글중에서,특정한단어가일정횟수이상포함된

글이 몇 개나 되는지를 찾고 싶다.

단어의리스트들의리스트와,기준이되는단어와,기준이되는횟수가순서대로인자로주어지면,이

단어가 이 횟수 이상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들의 갯수를 돌려주는 함수 count word lists()를 작성해

본다.

예를 들어 [[‘가’, ‘나’, ‘가’], [‘가’, ‘나’, ‘나’], [‘가’, ‘가’, ‘다’]]를 생각하자. 여기서 ‘가’가 2회 이상

등장한 리스트는 2개이다. ‘나’가 2회 이상 등장한 리스트는 1개이다. ‘다’가 2회 이상 등장한 리스트는

0개이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