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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타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 

SNS는 사용자별로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를 증가시키지만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은 무분별한 콘텐츠를 접함으

로써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불편함은 더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사용자 편이성을 증가하고 콘

텐츠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원하는 관심사만 자동으로 수집하여 열람하도록  JAVA WEB CRAWLING을 활용하여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키워드: Spring Framework, Java Web Crawling,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I. 서론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그 중에서 사람과 사람사

이를 더욱 긴밀하게 이어주는 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는 한국에서는 

싸이월드, 네이트온과 같은 서비스로 시작을 알렸고, 스마트폰이 

전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자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대형 공룡업체들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 없이 증가한 SNS들은 각자 자신의 특정 기능들을 

부각하여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특정 기능의 SNS를 찾아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접하게 되는 SNS가 많아지다 보니 사용자들의 SNS에 대한 불편함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사용자들의 SNS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사용자들

이 원하는 관심사, 뉴스, SNS들을 모아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면 사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응용사례는 MVC 모델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Spring Framework[1]를 활용하여 베이스를 구성하고, Java Web 

Crawling을 이용해 웹상에 존재하는 내용들을 끌어와 사용자의 마음

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기존 

SNS를 통해 받던 스트레스의 최소화와, 한꺼번에 원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증대 할 것을 기대하며 

개발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Spring Framework를 활용한 개발과정을 

소개한다.

Ⅱ. 관련조사

최근 웹 시스템의 개발은 MVC패턴을 사용한다.

Fig. 1. MVC Pattern[2]

∙ MVC란 Model View Controller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시스

템)을 Model, View, Controller 이 세 가지의 역할로 구분한 개발 

방법론이다. 사용자가 Controller를 조작하면 Controller는 Mode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담당하는 View를 제어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2].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용자와 개발자가 조작 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누고 개발자가 

편리하게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Spring Framework도 

이와 같은 MVC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 웹 크롤러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에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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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프링 환경에 부합하고 개발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해 

JAVA 언어를 선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JavaScript기반의 그리드 레이아웃 라이브러리인 

Masonry Layout을 사용한다. Masonry Layout은 벽돌을 배치하는 

석공술과 비슷하게 가능한 수직 공간을 기반으로 최적의 위치에 

요소를 배치한다.

Masonry Layout 그림 2와 같이 각자 크기가 다른 요소들이 

섞일 때 최적의 공간을 찾아 요소들을 배치하는 기법이다.

Fig. 2. Example of Masonry layout

Ⅲ. JAVA 웹 크롤링된 데이터를 활용한 Spring 

Framework 기반의 SNS 시스템 개발

본 연구의 개발을 위한 환경구성은 다음 표1과 같다. Java Web 

Crawling을 이용한 Spring Framework기반의 SNS 시스템 개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개발환경

OS Windows 10

IDE Spring Tool Suite 3.8.4

Server Apache Tomcat 8.0.44

DBMS MySQL 5.7.18

Test browser Google Chrome

Table 1.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 웹 크롤링으로 수집된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해 Spring 

Framework를 기반으로 JSP를 이용한 웹 페이지를 구성한다.

∙ 페이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Controller를 구성, 페이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Service, 데이터를 운반하는 DAO, 데이터베이스와 

Controller를 연결해주는 mapper를 구성한다.

Fig. 3. Component of spring framework

∙ 본 연구에서 웹 크롤링은 Java기반 언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JSoup 라이브러리[4]를 활용하여 HTML 파싱을 진행했고, SNS중에

서 Twitter의 타임라인을 가져오기 위해 Twitter에서 제공되는 API인 

Twitter4J를 사용 하였다.

∙ Jsoup 라이브러리는 파싱을 할 때 HTML의 틀을 만드는 태그 

ID로 위치를 구분해서 내용들을 긁어온다. 깔끔하게 정렬된 사이트들

의 경우에는 동일한 태그 ID를 이용해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의 루트태그 ID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태그 ID안의 내용들

을 긁어올 수 있는 것이다.

Fig. 4. Crawling result of the news title

∙ Twitter4J를 활용한 Twitter의 크롤링은 Twitter 개발 페이지[5]

에서 제공하는 ID와 토큰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부여받게 

되면 Twitter를 사용 중인 특정 인물 혹은 단체의 ID를 활용한 타임라인 

긁어오기,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전 세계의 스트리밍 트윗 

긁어오기, 특정 검색어를 갖고 있는 트윗들을 긁어오기 등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된 실시간 트윗들을 긁어오고 싶었지만, 

스트리밍 옵션을 선택하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트윗들을 감당 할 

수 없어서 특정 개정의 타임라인을 긁어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243

Fig. 5. Twitter token

Fig. 6. Contents result of the Twitter crawling

∙ 크롤링 되는 데이터들을 가공 한 뒤 Insert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웹 페이지에 활용하기 위해 Select문

을 이용해 데이터들을 가져온다.

∙ Select 해서 불러온 데이터들을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테이블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와 차례대로 표현해주기 위해 

Masonry layout을 이용한다.

∙ Masonry Layout을 활용하여 요소들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Select문을 여러번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요소들을 

나타낼 때는 그림7과 같은 형태로 순차적으로 표현되어 표출된다. 

Fig. 7. Result of the basic loop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류의 요소들을 섞어서 표현하기 

위해 Controller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Service단에서 재조합해 

그림 8과 같은 형태로 View페이지에 요소들을 표현한다.

Fig. 8. Flexible result using dynamic layout

∙ 그림 8과 같이 서로 다른 타입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 ArrayList

를 활용하였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지만 따로 활용하는 

일이 없어서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미 불필요한 일이 되었으며, 비정상적인 활동이 

되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불러와 재조립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9와 같이 구성해서 데이터를 Insert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Select를 활용해 데이터를 불러와 View에 

표현해주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한다.

Fig. 9. Data flow after contents crawling

∙ 모든 과정을 진행 한 뒤 최종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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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ystem result base on SNS contents

Ⅳ. Conclusions

JAVA를 이용한 웹 크롤링은 페이지를 시작했을 때 HTML 페이지

를 긁어와 파싱하고 다시 표현하는 작업 시간이 약 3~5초 정도 

걸린다. 인터넷이라는 가공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리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SNS와 뉴스를 제공해주는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물처럼 다양한 자료를 긁어와 저장하고 다시 그 데이터

를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얻을 수 있다.

체계적으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Spring Framework, 웹 환경의 

데이터들을 추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들로 가공 할 수 있는 

웹 크롤링을 이용해 앞으로 더 많은 효율적인 시스템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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