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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크롤링을 통해서 주제와 련된 데이터를 단한다. 주제와 련성을 해서 가 치를 사용하고 정확

도와 크롤링 속도를 해 응집력과 복성 검사 등을 사용한다.

1. 서론

   최근 자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나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

을 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지만, 부분의 사람들은 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과 시간이 낭비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색의 도움을 주는 많은 

소 트웨어(크롤링)들이 개발되었다. 표 인 로, 네이

버의 검색엔진이 있다. 네이버의 크롤링 방법의 경우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모두 수집해 추출한다. 따

라서 연 성이 은 데이터 까지 추출되어 보여 진다. 하

지만, 이러한 크롤링 방식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고 자료

가 방 하다는 문제가 있다. 조사해본 결과, 크롤링과 

련된 모든 API는 네이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우리는 주제와 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제와 련된 정보  유의

미한 데이터만을 단하여 추출하는 크롤링 방식을 개발

하 다.

 

2. 주제 련 크롤링 방법

   크롤링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나 기본 으로 

탐색, 분류, 장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지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도 탐색, 분류, 장 순으로 만들었다.

   2.1 자동 크롤링

  수집은 크롤링에서 가장 기본인 되는 기능이다. 자동으

로 수집이 되지 않는다면 크롤링을 하는 의미가 없다.

 크롤링의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주제에 련 

크롤링을 하기 때문에 싱으로 검색된 주소를 기반으로 

한 자동 크롤링을 개발하 다. 

 첫 번째 크롤링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

를 지정하면 해당 페이지를 출력해서 보여주고 만약, 지정

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 으로 설정된 페이지를 크롤링하

는 방식이다. 를 들어 장학 이면 교육청과 같이 장학

과 련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많은 페이지

를 검색리스트에 추가한다. 검색리스트에 추가된 주소를 

싱하여 싱된 데이터에서 주소를 추출하여 다시 주소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 과정을 반복문으로 묶어 다면 두 

번째 싱이 시작되기 에 첫 번 째 싱에서 찾은 주소

가 추가된다. 이 반복은 싱된 데이터에서 더 이상 주소

련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무안히 반복된다. 즉, 부분

의 데이터를 검색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탐색에서 같은 

주소가 계속 탐색되어 무한히 같은 페이지를 탐색하는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무한루 를 방지하

기 해서 복성 검사를 추가한다. 복성 검사를 통해서 

탐색했던 페이지라면 탐색하지 않음으로서 무한루 를 방

지한다. 한 복성 검사에서 복된 페이지이외에 탐색

하지 말아야할 페이지 한 검사하여 싱하는 시간을 

여 로그래  속도를 향상시킨다.

 자동 크롤링에 학습기능이 들어가 있다. 자동크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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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 검사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 에 사용되었던 자

료를 불러와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데이터에 장한

다.  결과 으로 자동검사를 많이 할수록 탐색해야 할 페

이지와 탐색하지 말아야 할 페이지를 분류하는 페이지 목

록을 업데이트해 나아간다.

<사진 1> 자동탐색 알고리즘

   2.2 분류

분류는 주제에 한 내용인지 단하는 가장 요한 단

계이다. 분류에는 가 치와 응집도가 사용된다.

주제와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서 싱된 단어의 각

각의 가 치가 82% 이상인 단어가 체 으로 79.3%이상

인 페이지를 주제와과 련된 페이지라고 단한다.

가 치의 수치는 학습기능과 기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입력데이터란 주제와 련된 데이터를 미리 

입력하여 단어의 가 치를 단한다. 단어의 가 치는  

전체파싱한횟수
단어가사용된페이지갯수

 이다.

분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모두 학습기능을 통해서 정

확도를 높인다. 분류에서의 학습기능은 싱할 때마다 

체 싱한 횟수를 증가시키고 싱했을 때 사용된 단어의 

모든 횟수를 1회 증가 시킴으로서 구 하 다. 그리고 새

로운 단어가 발견되었을 때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띄워

서 알려 다.

<사진 2> 분류 알고리즘

   2.3 장

  장기능으로는 분류된 내용을 사용자가 사용하기 좋도

록 양식에 맞는 형식으로 장한다. 장에서 양식에 맞춰

서 데이터를 장하는데 응집력을 사용한다. 문장은 단어

로 연결되어 있고 주제에 맞는 문장은 비슷한 단어들끼리 

사용된다. 즉, 각 단어마다 단어끼리의 응집된다. 이러한 

응집하는 성질을 수치화 하여 문장별로 양식  어느 데

이터와 맞는 데이터인지 단한다. 한 응집력이 양식과 

련이 없다고 단되면 불 필요한 문장이라고 단한다.

 장에는 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학습기능을 구 하는 

역할도 한다. 학습기능은 장 과정에서 한 가지 과정을 

더 하면서 구 할 수 있다. 구 방법은 크롤링을 통해서 

싱된 데이터  응집력이나 련성 는 정확성 검사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에 반 한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단순히 하나

의 데이터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의 데

이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토 로 한 작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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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분류 알고리즘

3. 결론

  크롤링을 통해서 주제와 련된 데이터를 단한다. 자
동탐색을 통해서 모든 페이지를 찾고 자동탐색 과정에 정

확도 검사를 넣어서 무한루 와 같은 기타 오류 발생 요

인을 제거한다.
주제와의 련성을 단하기 해서 가 치를 사용 한다. 
가 치가 일정 퍼센테이지(%)이상이라면 탐색된 데이터가 

주제와 련이 있다고 단하여 장한다.
장에서는 응집력을 사용하여 각 문장과 양식이 맞는지 

단하고 불필요하다면 제거한 뒤 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약 88%정확도를 자랑하는 크롤링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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