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웹 문서로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빅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2]. 이 경우에 웹 페이지의 내용을 직접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소가 확보될 경우에는 자
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그 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필
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웹 페이지가 프레임 등으로 포
함되어 있어 해당 웹 페이지에 대한 세부 웹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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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
우 등에는 그 주소를 이용한 웹 스크래핑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3].

사용자가 직접 마우스를 이용하여 한 페이지씩 
접근하여 웹 페이지 내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동으
로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Python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모든 페
이지를 방문하면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한 세부 
웹 페이지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과, 이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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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웹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프레임 내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프로그
램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한 세부 주소 확보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세부 주소 확보 기법과 
HTML 실렉터를 활용할 수 있는 Python 언어와 Beautiful Sou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여러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는 게시판 텍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모두 수집할 수 있었다. 제안한 기법을 활용하여 어떠
한 형태의 주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웹 페이지들에 대해서도 Python 웹스크래핑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detailed address acquisition scheme for automatically collecting data of a 
web page in a frame that is difficult to access by a general web access method. Using the Python 
language and the Beautiful Soup library, which can utilize the proposed address resolution technique and 
the HTML selector, we were able to automatically collect all the bulletin board text data written in 
several pages. By using the proposed method, we can collect large amount of data automatically by 
Python web scraping program for web pages of any form of address, and we expect that it can be used 
for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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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웹 페이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한 HTML 실렉터(selector) 기능과 Python 웹 스
크래핑 프로그램[4]의 활용 방안 기법을 제시한다.

Ⅱ. 제안 기법

이 논문에서는 “아이사랑”이라 불리는 아이사랑
보육포탈 홈페이지에 게시중인 게시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3]. 이 사이트는 그
림 1과 같이 프레임 구조를 이용하여 세부 페이지
들을 표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프레임 구조를 갖는 페이지 소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구조를 갖는 “아이사랑” 
웹 페이지에서 ‘상담실 -> 육아 상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는데, 이 
부분까지 메뉴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
림 2와 같이 주소창의 주소가 전혀 변경되지 않고 
내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 동일 주소에서 프레임 내 세부 웹 페

이지 접근 예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세부 웹 페이지의 실제 주소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웹 소스를 분석하여 그림 
3과 같이 프레임으로 불러 들이는 웹 페이지의 세
부 경로와 파일명을 확인하여 그림 4와 같이 그 
세부 경로와 파일명으로 접속을 변경하도록 한다.

그림 3. 프레임 내 웹페이지 세부 경로와 파일명

그림 4. 변경된 웹 페이지 접근 주소

그림 4와 같이 주소가 변경된 상태에서 다시  
‘상담실 -> 육아 상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으
로 접근하게 되면 그림 5와 같은 형식으로 주소창
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변경된 게시판 접근 주소

그림 5와 같이 변경됨으로써 수집하려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한 페이지에 15개의 게시물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림 6과 같이 게시물이 15개
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페이지에서 나타
나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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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여러 페이지로 분리된 

게시판 구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의 2번째 페이지를 
수동으로 먼저 접근하게 되면 그림 7과 같이 주소
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

rd.list.do?seq=&bbsCd=1012&pageType=&sh

owSummaryYn=N&delDesc=&q_currPage=2&

q_sortName=&q_sortOrder=

그림 7. 게시판의 각 페이지를 명시하는 구체화

된 웹 페이지 주소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그림 7과 같이 최종적
으로 획득된 세부 웹 페이지 주소에서 페이지 값
을 1부터 마지막 페이지 값까지 자동으로 변경하
면서 각 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
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Ⅲ. 수행 결과

2장에서 제안한 프레임 내 웹 페이지 세부 주소 
확인 기법을 활용하여 Python 웹 스크래핑 프로그
램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프로그램의 코드 일부는 
그림 8과 같다. 이 논문에서 작성한 웹 스크래핑 
프로그램은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5]를 이용하
여 작성하였으며 각 게시판의 질문과 대답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실렉터 정보는 그림 9와 같
다.

for page in range(1,5):
    visit='http://www.childcare.go.kr/web/'+\
    'board/BD_board.list.do?seq=&bbsCd=1012'+\
    '&pageType=&showSummaryYn=N&delDesc+\
    ‘=&q_currPage='+str(page)+’&q_sortName‘+\
    ’=&q_sortOrder='

    r = requests.get(visit)
    html = r.text
    soup = bs(html, 'html.parser')

그림 8. 파이썬 웹 스크래핑 코드 일부

질문:
'#dataForm > div > ul > li > ul > li > ul > li 
> pre’

대답:
'#dataForm > div > ul > li > ul > li > pre'

그림 9. Q&A 추출을 위한 HTML 실렉터 정보

Ⅳ.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웹 문서 접근 방법으로
는 세부 페이지에 자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프레
임 내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세
부 페이지 주소를 획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Python 웹 스크래핑 프로그램 기능과 HTML 실렉
터를 활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사랑” 웹 사이트에서 여러 페이지로 
분리되어 있는 게시판 데이터를 모두 수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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