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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웹 크롤러 서비스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웹 크롤러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크롤링하면서 중복해서 크롤링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Jsoup 트리 분석과 

Json 형식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이용하였다. 24시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결과  100%의 정확도로 웹 크롤러 서비스가 실행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제안된 웹 크롤러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웹 페이지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웹 사이트에 동시

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웹 크롤러 서비스의 양적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web crawler service method for collecting information efficiently about college students and 
job-seeker‘s external activities, competition, and scholarship. The proposed web crawler service uses Jsoup tree analysis and Json 
format data transmission method to avoid problems of duplicated crawling while crawling at high speed. After collecting relevant 
information for 24 hour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web crawler service is running with an accuracy of 100%. It is 
expected that the web crawler service can be applied to various web sites in the future to improve the web crawl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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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빅데이터(Big Da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

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규모를 의미한다[1]. 인터넷에 기반

을 두고 있는 웹(Web)은 다양한 종류의 거대한 데이터들이 

구성된 개방형 집합체이며 접근은 용이하지만 제공되는 데이

터는 비계층적이고 이질적인 형태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빅데이터는 3V(Volume, Velocity, Variety)의 구성 요소를 

갖는다. 크기(Volume)는 페타/엑사/제타 수준의 데이터 집합

의 양을 의미하고, 속도(Velocity)는 데이터의 생산, 처리, 수

집, 분석 등의 일련의 과정들의 속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짐

을 의미하며 다양성(Variety)은 전통적인 정형데이터와 사

진,동영상, 센싱 데이터 등 구조화 되지 않은 비정형데이터를 

포괄한다[2]. 

최근 웹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

하고 검색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일이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경우 수집, 저장, 분석 수행

시 데이터 종류, 저장 방식, 데이터 크기에 따른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3]. 그리고 빅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

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추출과 변형 그리고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의 로딩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단계가 필요하다.

ETL 구현 시 특정 웹사이트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하는 방

식으로 웹 크롤러(Web Crawler)가 주목받고 있다[4]. 웹 크

롤러는 웹 크롤링(Web Crawling) 처리 과정이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기어 다니듯 작동한다고 하여 웹 스파이더(Web 

Spider)라고도 불린다. 웹 크롤러는 웹서버를 순환하면서 인

간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각 홈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정보

를 수집하며 각 링크를 따라가서 정보를 얻는 반복적인 작업

을 대신하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웹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한 

후 URL을 하나씩 접속하여 정보를 수집한다[5].

웹 크롤러는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중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일반형 크롤러(General Crawler)와 

분산형 크롤러(Distributed Crawler)로 분류할 수 있다. 일

반형 크롤러들은 URL 목록인 시드(Seed)를 기준으로 웹 문

서를 수집하고 수집된 웹 문서에 포함된 URL을 다음 시드로 

활용해 다음 웹 문서를 수집하기 때문에, 첫 시드가 특정 웹 

사이트의 전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대표 시드가 아니면 

해당 웹 사이트의 전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것과 방대한 

웹 문서를 단일 시스템에서 크롤링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를 갖는다. 반면 분산형 크롤러의 경우, 크롤링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으로 크롤링한다. 

서버는 초기 시드를 클라이언트에 분배하고 클라이언트가 수

집한 웹 문서를 전달받는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전달받

은 시드를 기준으로 크롤링하고, 다음 크롤링을 위해 수집된 

웹 문서에서 시드 추출 및 크롤링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하

지만 분산형 웹 크롤러는 빠른 웹문서 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

기 때문에 분산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클라이언트 간 수집한 웹 문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는 다른 클라이언트가 

수집한 웹 문서에 대한 정보 없이 자신이 수집한 웹 문서 내

에 포함된 모든 URL을 시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클라이

언트에서 수집된 문서가 중복해서 크롤링되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웹 크롤러 구현 시 크롤링 시간을 최소화하

면서 중복해서 크롤링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바

(Java)에서 제공하는 Jsoup 트리 분석과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을 이용한 분산형 웹 크롤러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안된 웹 크롤러는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 등의 정

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검색을 수시로 시도하고 있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정

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웹 크롤

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빅데이터 파싱(Parsing) 처리를 기반으로 제안된 웹 크롤

러 서비스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2장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검색 처리 기법에 해당하는 유

사도 판단 방식과 기존의 웹 크롤링 방식에 관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웹 크롤러 서비스 방식을 소개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된 웹 크롤러 서비스를 테스트하

고 평가하며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서술

한다.

Ⅱ. 관련 연구 

2-1 빅데이터 검색을 위한 유사도 판단 방식

빅데이터 기반의 웹 상에서 정보 검색 시 원하는 정보가 포

함되어 있는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 중에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코사인 유사

도(Cosine Similarity), Naive Bayesian 분류기, 결정트리 

분류기(Decision Tree Classifier)등의 유사도 판단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7].

⚫ TF-IDF :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중요성에 따라 

연관성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TF-IDF 계산 방식은 

식 (1)과 같으며, TF-IDF값이 높은 단어 일수록 문서의 집합

인 컬렉션(Collection) 또는 코퍼스(Corpus)내의 문서에서

의 중요도가 높다. 따라서 이 값들을 각 문서별로 정규화

(Normalize)하면 서로 다른 문서에 속한 단어들의 문서 내 

중요도를 비교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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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의전체단어수
단어  가나온빈도수

   log단어를포함하고있는 문서의수
전체 문서의수

(1)

⚫ 코사인 유사도 : 문서 간 또는 단어 간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 중 하나이며 계산 방법은 식 (2)

와 같다. 코사인 유사도는 텍스트의 길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텍스트의 길이가 달라 유사도가 적게 나오는 경우를 배

제할 수 있다. 또한 -1에서 1사이 값을 가지므로 정규화 과정

을 거치지 않고도 유사도를 비교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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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Naive Bayesian 분류기 : Naive Bayesian 분류기는 

베이즈 정리(Bayes’s Theorem)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계

산의 간편화를 위해 각 단어들을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방

식이다[9].

⚫ 결정트리 분류기 : 특정 단어에 대한 관찰값과 목표값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예측 모델로 결정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

이다. 결정트리 분류기의 성능은 고려되는 특질과 고려 순서

에 따라 결정된다. 특질 간 고려 순서는 정보획득을 이용해 

결정된다. 정보획득은 특질을 이용해 데이터를 나누기 전과 

나눈 후의 엔트로피(Entropy) 차이이다. 즉, 데이터를 나누기 

전의 엔트로피에서 데이터를 나눈 후의 엔트로피를 차감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데이터를 나누어서 무질서도가 많

이 줄어 들을수록 더 확실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보 

획득이 큰 특질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다[10].

2-2 빅데이터 검색을 위한 웹 크롤링 방식

웹 크롤러는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문서들을 추적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그림 1은 웹 크롤링시 큐를 이용한 스케줄 및 멀티쓰레

드 방식으로 일반형 웹 크롤러 방법에 대해 보여준다. 그림 1

에서 Frontier는 방문해야 하는 URL 혹은 URL 패턴들의 리

스트이며, 일반적으로 FIFO(First Input First Output) 큐로 

구현된다. 하나의 URL에 대한 페이지를 가져오면 그 안에 또 

다른 웹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웹 크롤러는 이들 페이지

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웹 링크를 따라가는 깊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12].

매일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웹 크

롤러는 크롤링에 소요되는 탐색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집된 

문서의 중복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한다. 이 때  웹 

크롤러가 무분별한 크롤링으로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크롤링에 소

요되는 탐색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파이썬(Python)으로 구현

한 웹 크롤러에서는 GIL(Global Interpreter Lock) 때문에 

멀티 쓰레딩을 할 경우 오히려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지만 자바의 경우 쓰레드(thread)를 사용하여 웹 크롤러의 처

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음이 소개되었다[13].

그림 1. 일반형 웹 크롤러의 기본 구성

Fig. 1. Basic Configuration of General Crawler

H. C. Kim 과 S. H. Chae의 연구에서는 단일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일반형 웹 크롤러의 성능향상과 부하분산을 위해 

공유 메모리를 통한 동적 스케줄링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14]. 일반형 웹 크롤러는 단일 시스템에서 웹 크롤링을 수행

하여 중복수집의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D. M. 

Seo 와 H. M. Jung의 연구에서는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으

로 크롤링하는 분산 웹 크롤러 모델을 제시하였다[15]. 

RMI(Remote Method Invocation)와 NIO(New 

Input/Output) 기반의 분산 웹 크롤러를 제안하여 중복 수집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집 속도에 한계

가 있고 동적 웹 페이지에 대한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크롤링 방식에 사용되는 DOM(Document Object Model) 

트리 기반의 웹 문서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는 

VIPS(VIsion-based Page Segmentation) 알고리즘은 웹 

문서를 DOM 트리로 표현하고, 트리 내 각 노드별로 가로와 

세로 크기 및 배경 색상과 문서 내에서의 절대적 출현 위치 

텍스트 등을 노드의 특징으로 구성 후, 노드들의 문서 내 출

현 밀집도 등을 이용하여 그룹별로 텍스트를 결정한다[16]. 

이 기법은 단순히 화면에 보이는 영역 텍스트만을 이용하거

나 트리 구조로 표현되는 문서의 구조적 특징만을 이용해 텍

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광고, 댓글 등과 같이 본문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 웹 문에서 더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경우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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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추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VIPS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HTML 문서로 부터 텍스트 블록을 추출하

고, 블록 내의 단어 및 하이퍼링크 된 단어 수와 전후 블록의 

텍스트 등을 웹 문서의 특징으로 추출하여 블록별로 텍스트 

여부를 구분하는 상용구 탐지(Boilerplate Detection) 기법

이 제안되었다[17]. 하지만, 뉴스와 같이 웹 문서 구조가 복

잡하지 않은 웹 환경에서만 높은 추출 정확도를 가질 뿐, 문

서 구조가 복잡한 웹 환경에서는 일부 텍스트가 추출되지 않

거나 광고 및 댓글 등이 함께 추출되는 문제를 갖고 있어, 다

양한 구조의 웹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에는 적합하지 않는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Ⅲ. 빅데이터 기반의 분산형 웹 크롤러 서비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필요한 대외활

동, 공모전, 장학금에 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Jsoup 트리 

분석과 Json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해서 크롤링되는 문

제를 해결하면서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분산형 웹 크롤러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을 소

개한다.

3-1 웹 크롤러의 기능별 설계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해 대외활동, 공

모전, 장학금 이렇게 3가지 분야에 관한 웹 크롤러 서비스에

서 제공되는 웹 페이지를 PHP 처리 기능이 있는 웹 서버에서 

해당 html 코드를 인식하도록 하여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현

된다. 제안된 웹 크롤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기

능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에 관해 크

롤링된 결과를 보여주는 메인화면이다. 둘째,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기능이다. 셋째, 검색된 정보 중에서 원하

는 내용만 필터링하기 위한 필터 기능이다. 넷째, 향후 필요한 

정보를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즐겨찾기 기능

이다. 다섯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이다. 

Server Mobile

Crawler

그림 2. 웹 크롤러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Web Crawler Service System

그림 2는 제안된 크롤러 서비스의 개략적인 시스템 구조를 

보여준다. 특정 문자열을 셋팅해 놓으면 웹 상에서 셋팅된 문

자열에 기반하여 해당되는 문자열을 추출하여 MySQL 기반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크롤링으로 인한 서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즐겨찾기 기능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SQLite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한다. 서버에서는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웹 페이지를 

구성하여 웹 크롤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1) 크롤러 서비스를 위한 메인 화면 설계

메인 화면의 뷰 기능은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 중에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 다음 안드로이드의 

RecyclerView로 보여지는 관련된 내용 중에서 원하는 정보

를 선택하면 크롤링 과정을 통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

스에 접근하여 선택된 정보에 대한 상세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3. 메인 화면의 순차다이어그램

Fig. 3. Sequence Diagram of Main Screen

2) 검색 기능

검색 기능은 메인 화면의 검색 창에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

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입력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

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검색 기능 부분에

서는 검색한 정보를 반환하고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

한다. 

그림 4. 검색 기능의 순차다이어그램

Fig. 4. Sequence Diagram of Search Function

3) 필터 기능

필터 기능은 사용자가 메인 화면의 필터 설정 버튼을 탭하

면 필터링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도록 설계한다. 선택할 수 

있는 필터링 화면이 나오면 원하는 기능을 나열되어 있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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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박스를 선택하여 필터링 옵션을 지정한다. 체크된 사항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결과를 반환한다. 사용자

는 선택된 정보에 대한 상세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5. 필터 기능의 순차다이어그램

Fig. 5. Sequence Diagram of Filter Function

4) 즐겨찾기 기능

즐겨찾기 기능은 사용자가 향후 다시 정보를 찾아보고 싶

을 때를 대비하여 메인 화면에서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탭하면 안드로이드의 

RecyclerView로 보여지는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 중 원

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선택된 정보에 대한 상세 화면을 보여

줄 때 즐겨찾기 버튼을 탭하여 설정하도록 설계한다. 이 때 

즐겨찾기에 추가되었다는 토스트(Toast) 메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즐겨찾기 기능의 순차다이어그램

Fig. 6. Sequence Diagram of Bookmark Function

5) 커뮤니티 기능

커뮤니티 기능은 사용자가 메인 화면의 네비게이션 드로어

(Navigation Drawer)에서 커뮤니티 버튼을 탭하면 해당 화

면이 나타나도록 설계한다. 글쓰기 버튼을 눌러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글 목록에 추가된 글을 확인할 수 있다. 

테이블에서 원하는 게시글의 제목을 누르면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 게시글의 내용을 보여준다. 게시된 글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삭제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그림 7. 커뮤니티 기능의 순차다이어그램

Fig. 7. Sequence Diagram of Community Function

위의 5가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롤링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베

이스는 MySQL을 기반으로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중 쓰레드, 다중 사용자 형식의 

구조질의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도록 한다. 웹 크

롤러는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며, 

검색 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해 

인덱싱할 수 있다. 시드 지점의 URL 리스트에서 시작하여 페

이지의 모든 하이퍼링크를 인식하여 URL 리스트를 갱신한

다. 갱신된 URL 리스트는 재귀적으로 다시 방문한다. 웹 크

롤러는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 정보를 가져와 데이터베이

스에 넣을 사이트에서 html 태그로 코드를 분리하여 데이터

를 가져와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 매일 새로운 내용이 업데

이트 될 수 있도록 쓰레드를 통하여 계속해서 크롤링되도록 

한다.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 그리고 게시판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그림 8의 E-R(Entity-Relationship) 다이어

그램과 같이 설계된다.

그림 8. 데이터베이스의 E-R 다이어그램

Fig. 8. E-R Diagram of the Database 

3-2 웹 크롤러 서비스 구현  

본 논문에서는 웹 크롤러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위해서 Java를 기반으로 웹 사이트에서 특정 문자열을 

추출하여 얻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Insert)하고, 

Jsou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DOM 방식으로 한 번에 받아

와서 메모리에 로딩한 후 트리 형태로 파싱하여 데이터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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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Jsoup이 분석하는 html 트리 형

태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Jsoup을 이용하여 분석된 html 트리 구조

Fig. 9. Html Tree Structure Analyzed using Jsoup

웹 사이트에서 특정 문자열을 추출하여 얻은 데이터를 데

이터베이스에 삽입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STS(Spring Tool Suite)를 통해 자체 웹 서버에 Json 형식

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Json은 경량의 데

이터 교환 형식으로 읽고 쓰기에 용이하며 기계가 분석하고 

생성함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어 크롤링 과정의 속도 개선에 

효과적이다. 추출한 데이터는 MySQL로 구현된 데이터베이

스 테이블에 삽입된다. 크롤링시 웹 과부하를 막고 보안상 크

롤링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10 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쓰레드를 이용하여 임의의 시간(3.9 초)마

다 웹페이지를 하나씩 읽어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설정한 정보를 모두 로딩하면 새로 읽을 위치와 마지

막 데이터를 읽은 날짜를 업데이트한다.  

그림 10. 쓰레드를 이용한 크롤링

Fig. 10. Crawling with Thread 

STS를 이용하여 MySQL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를 웹 서버에 Json 형식으로 업로드 한다. Json은 속성과 값

이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해 프로

그래머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

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주고받을 때 변수 값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Json 데이터를 읽어와 리스트에 추가하고, 안드로

이드의 ImageLoader를 통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한다. 그

리고 RecyclerView를 이용하여 ListView를 데이터의 개수

만큼 View에 추가한다. 여기서 데이터를 최근 순서로 정렬하

기 위해 날짜 오름차순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reverse

하여 이용하여 가장 최근의 것이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1. Json 데이터를 가져올 서버 연결 

Fig. 11. Connecting the Server to get Json Data

안드로이드 검색 창의 EditText에서 검색할 내용을 입력

하고 검색 버튼을 탭하면 입력한 데이터가 SearchList 

Fragment에 전달되어 전달받은 값으로 검색된 내용을 출력

하도록 한다. 검색 버튼을 탭할 때 EditText에 입력한 내용을 

getText로 받아온다. 받아온 내용으로 SearchList에서 일치

하는 내용만 ListView에 추가하도록 한다. 그림 12의 ② 는 

안드로이드의 EditText에 입력한 내용을 getText로 결과를 

받아오는 과정의 소스 코딩 부분을 보여준다. 

①  Search Process

            ② Source coding of 

  EditText and getText

Search value

그림 12. 검색 기능의 구현 

Fig. 12. Implementation of Search Function

필터 기능의 구현은 필터링에서 설정한 값들을 안드로이드

의 putExtra로 보내면 MainActivity에서 getExtra를 통해 

설정 값들을 받아와 Main Activity에 필터를 적용하여 내용

을 표시하도록  완성한다. 설정된 값들을 strin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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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Extra로 보내면 ListFragment에서 getExtra를 통해 값

을 불러 오고, 받아온 값을 기반으로 ListView에 추가한다.  

② Source coding of putExtra

① Filtering Process

③ Source coding of getExtra

Settings value

그림 13. 필터 기능의 구현 

Fig. 13. Implementation of Filter Function

즐겨찾기 기능의 구현은 Detail Activity에서 즐겨찾기 추

가 버튼을 탭하면 DBHandler의 insert문을 실행한다. 즐겨

찾기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이므로 

SQLite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그림 14. 즐겨찾기 기능의 구현 

Fig. 14. Implementation of Bookmark Function

커뮤니티 기능의 경우, 안드로이드에서 POST 방식으로 

게시판에 글을 쓸 때에는 PHP를 이용하여 MySQL에 데이터

를  삽입하게 된다. 삽입한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웹서버에 

올려 안드로이드에서 파싱한 후 가져와 ListView에 출력한

다. 글을 삭제할 때는 글 작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와 일치하

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삭제할 수 있다. 

Ⅳ. 웹 크롤러 서비스의 테스트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Android 4.3이상의 운영체제, 

MySQL 5.0, CPU는 Intel Core i5-2500 CPU @ 3.30GHz 

, 8GB RAM 환경에서 테스트하였다. 

 

      

      ① 대외활동         ② 공모전          ③ 장학금

그림 15. 웹 크롤러 서비스의 메인 화면 

Fig. 15. Main Screen of Web Crawler Service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 내용을 기반으로 웹 크롤링된 결

과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메인 화면에 실시

간으로 업데이트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그림 15에서 

보여준다. 리스트를 불러와 추가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며 검색

창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과 리스트에 보이는 내용을 설정

할 수 있는 필터 기능이 있다. 또한 좌측 사이드 메뉴를 포함

하고 있으며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 관련된 정보는 각각 리

스트에서 자세히 보기 항목을 선택하면 자세히 볼 수 있는 화

면이 나타난다.

    

① 자세히보기 화면      ② 즐겨찾기 등록 후 화면

그림 16. 웹 크롤러 서비스의 자세히 보기 및 즐겨찾기 화면 

Fig. 16. Details Screen and Bookmark Screen of Web 
Crawler Service

그림 16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자세히 보기 화면에서 별모

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즐겨찾기에 추가된다. 즐겨찾기에 가서 

본인이 추가한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에 관한 정보를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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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 키워드를 검색      ② ‘2016’ 키워드를 검색

 

그림 17. 웹 크롤러 서비스의 검색 화면 

Fig. 17. Search Screen of Web Crawler Service

그림 17과 같이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크롤링 결과가 저

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

된 정보만을 다시 화면에 보여준다.  

    

   ① 필터 적용 전     ② 필터 적용     ③ 필터 적용 후

그림 18. 웹 크롤러 서비스의 필터 화면 

Fig. 18. Filter Screen of Web Crawler Service

웹 크롤러 서비스에서 필터링된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등의 카테고리 내에서 접수기한, 세

부 분야, 장학금 범위 등의 필터링 조건을 선택하여 원하는 

필터 조건에 따라 필터링된 결과를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웹 크롤러 서비스를 사

용하는 사용자자간 소통을 할 수 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

호, 내용을 입력하면 게시물 리스트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이 추가되며 삭제를 원할 시 본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비밀번

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 삭제할 수 있다.

그림 19. 웹 크롤러 서비스의 커뮤니티 화면 

Fig. 19. Community Screen of Web Crawler Service

크롤링 결과의 정확도(Accuracy) 평가는 식 3과 같이 선

택된 페이지 수를 수집된 전체 페이지 수로 나눈 후 100을 곱

해서 정확도를 산출한다. 

 
 

         (3)

제안된 방식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

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W사이트를 선택하여 웹 크

롤러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

하여 쓰레드를 이용하여 3.9 초마다 웹페이지를 읽어 데이터

를 크롤링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한다. 표 1에 제시된 정확도

의 평가는 식 3에 의해 계산된다. 

표 1. 웹 크롤러 서비스의 테스트 결과 

Table 1. Test Results of Web Crawler Service
Outside 
activity

Competition Scholarship

Collection Time
24

(hours)
24

(hours)
24

(hours)

Amount of data 
collected

5.97MB 13.85MB 0.93MB

Number of 
Selected Pages/

Number of 
Collected Pages

2984/
2984

6923/
6923

93/
93

Accuracy 100% 100% 100%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웹 크롤러 서비스 방

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웹 크

롤러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크롤링하면서 중복해서 크롤링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정보 검색을 위한 웹 크롤러 서비스 구현

941 http://www.dcs.or.kr

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Jsoup 트리 분석과 Json을 이용한 

전송 방식을 이용하였다. 24시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결과 

100%의 정확도로 웸 크롤러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 크롤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검색, 필터링, 즐겨

찾기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으

며, 커뮤니티 기능의 제공으로 사용자들 간의 소통 또한 가능하

다. 웹 크롤러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메인 화면에서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대외활동, 공
모전, 장학금 리스트가 화면으로 보이는 서비스가 실행된다. 제
안된 웹 크롤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원하는 검색 키워

드나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웹 크롤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

이스에서 대외활동, 공모전, 장학금 결과를 선별하여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발견했을 때 그 정보

를 보관할 수 있도록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즐겨찾기 버튼

을 탭하면 즐겨찾기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사용

자의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용이 업데이트 된다. 커뮤니

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여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외 활동 및 공모전을 위한 팀원 모

집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공간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곳의 특정 사이트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

안 웹 페이지를 크롤링하는 방식으로 웹 크롤러 서비스를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향후 제안된 웹 크롤러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웹 페이지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웹 사이트에 동시에 적

용하여 양적 정보를 보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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