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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웹상에 존재하는 여러 포털사이트의 위치정보와 그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
들로부터 각각의 정보를 분류하여 웹상에 표시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위치
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해당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해당 장
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론
 스마트폰의 보급 및 SNS의 발달과 더불어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및 카페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사용자들은 많은 양
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고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한 단점도 있다. 정보가 무수히 
생산되는 반면, 찾고자 하는 정보의 존재 유무에 대한 문
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검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여러 사이트에서 수집된 정보
를 가공하고, 또한 여러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신뢰성을 높여주고자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검색에 따른 시간
투자를 감소시키고, 사용자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설계에 따른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끝
으로 4장에서는 본 시스템의 결론을 맺는다.

2.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은 아래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본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이루어졌다. 서버에
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해
주고, 일정시각에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 가공해주는 역
할을 한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접속한 후, 제공되는 
모듈들을 이용하여, 서버에 요청을 전송하게 되면, 서버에
서 처리된 정보들을 전송받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 개발환경은 아래 표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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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Ubuntu(16.04.1)
Language PHP, Python, Java

Tools eclipse, Spyder

API

Daum API(Address, Local)

Naver API(기계번역, Search)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API
DataBase MySQL(5.7)
WebServer Apache(2.4)

 표 1. 서버 개발환경

Language HTML, CSS
FrameWork JQuery, BootStrap

Tools DreamWeaver
API Google API(Map)

 표 2. 클라이언트 개발환경

3. 웹크롤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시스템에서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였다.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서 부동산개발안내도[1]의 개발에 사용되었던 도로명주소
를 참조하였다. 그림 2는 사용된 도로명 주소 데이터의 형
태를 보여준다.

그림 2. 축적된 주소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에서 주소정보만을 추출한 후, 추출된 주소
를 이용하여 다음 로컬API[2]를 이용하여 해당주소에 맞는 
장소정보를 JSON형태로 추출하였다. 그림 3은 이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3. LocalAPI를 이용한 장소 정보.

 수집된 장소정보를 Selenium PhantomJS[3]를 이용하
여, 사람들이 주로 쓰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해당장소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 4는 크롤링의 
대상이 되는 네이버 및 다음지도의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4. 네이버 및 다음지도

 장소의 사진 정보의 경우도 Selenium PhantomJS를 이
용하여 구글에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해당 장소가 저장
될 테이블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로컬API를 이용하여 수집
된 정보에서 “Category”를 네이버 기계번역API[4]를 이용
하여 Category를 영문으로 변경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으로 사용하였다. 포털사이트에서 추출된 정보 및 
로컬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여, 형식에 맞게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4. 시스템 구현
 4-1 위치정보 표시
 홈페이지가 처음 시작될 때, 그림 5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GPS 좌표정보를 
이용하여 구글맵 AP에서 제공하는 Marker객체를 이용하
여 전부 표시한다.

그림 5. 위치정보 표시

 4-2 위치정보 분류
 왼쪽 상단의 툴팁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분류에 따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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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도상에 표시되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그림 6은 “가
정”이라는 분류를 가진 정보들만 지도상에 표시해 준 예
를 보여준다.

그림 6. 분류를 통한 표시

 4-3 위치정보 등록기능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들이 지도상의 장소의 위치를 클
릭 후,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
를 등록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등록되는 정보로는, 장소의 
분류, 장소명, 주소, 전화번호, 부가정보, 장소대표사진, 장
소의 정보, 링크, 등록자의 한마디를 입력하게 한다. 그림 
7은 등록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7. 위치정보 등록 

 4-4 위치 정보에 대한 댓글
 지도상에 표시된 마커들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들은 해당 
장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사
용자들은 해당 장소에 대한 후기 및 평가를 댓글로 남길 
수 있게 했다. 댓글을 남기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장

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그림 8은 장소정
보에 대한 댓글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8. 위치정보에 대한 세부정보 출력. 

 4-5. 위치정보 자동 추가 및 갱신
 장소에 대한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시각에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전체정보가 
최신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9는 기존 정보의 
업데이트에 쓰이는 링크필드와 포털정보의 최근에 업데이
트된 날짜를 보여준다.

  

그림 9. 업데이트에 필요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링크를 Selenium PhantomJS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수집된 데이터의 날짜가 기
존 업데이트 날짜보다 늦는다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 한
다. 장소정보는 일(日)에 따라 변동됨으로, 도로명 주소 
API를 이용하여 변동자료를 수집한다. 그림10은 수집된 
일변동 자료를 보여준다.

그림 10. 일변동 자료

 수집된 일변동 자료에 포함돼 있는 변동코드를 통해 해
당 장소의 정보를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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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삭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의 자동갱신은 
해당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포함돼 있는 Crontab[4]기능을 
이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배치파일로 만들어  
정해진 시간에 실행한다. 그림 12는 데이터베이스의 날짜
가 갱신되어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1. 갱신날짜가 표시되어있는 세부정보창 윗부분

 4-6. 위치정보 검색 기능
 사용자들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검색
어가 장소명에 포함돼 있는 정보들을 그림 11과 같이 표
시한다. 이를 이용하면 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편하
게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림 12. 위치정보 검색

 4-7. 현재위치 표시 기능
 사용자가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HTML5의 
Geolocation API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그림 12와 
같이 나타내게 한다[6].

그림 13. 사용자의 현재위치 표시 

 5. 결론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용자들은 보다 신뢰성 있는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치정보 자동 등록을 통해 사
용자들이 기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표시 기능
을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되어 있는 세부적인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리고 댓글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정보공유
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
분에서 향상되도록 기여하였다.
 하지만,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사진 정보에 있어서는 
검색결과를 토대로 나온 사진의 해상도가 일정하지 않아  
화질이 흐려지게 되었다. 향후 우리는 수집된 사진의 이용
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다 좋은 화질의 사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상처리 기법 등을 사용하여 화질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그 외, 장소 검색결과를 통해 나온 
상위 5개의 사진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소 정보와 불일치
하는 사진을 수집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장
소에 대한 정확한 사진을 수집하고 학습데이터로 구축한 
후,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자동 수집 사진들 중 해당 장소
와 일치하는 사진을 보다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게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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