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웹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
를 수집 및 검색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을 과투자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웹 기반
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및 검색하는 방식으로 
웹 크롤러가 있다. 웹 크롤러(web crawler)는 조직
적, 자동화된 방법으로 월드 와이드 웹을 탐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웹 크롤러가 
하는 작업을 웹 크롤링(web crawl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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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크롤러는 특정한 웹 페이지에서 시작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된 하이퍼링크를 따라가고, 또 거기
에서 다른 페이지를 연쇄적으로 따라가는 형식으
로 작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JSoup을 활용한 웹 크롤링을 하
여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를 연대순으로 순차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조선왕조실록 웹 크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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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왕조실록은 UNESCO에 등재된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논문은 한글로 번역된 조선왕조 실록에서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조선왕조 실록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세스하여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하려 할 때, 그 페이지에 포함된 소스를 직접 액세스하면 HTML 문법
에 필요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 필요한 본문에서 단어 빈도수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Java의 Jsoup를 활용한 크롤링 기능을 사용하여 조선왕조 실록의 본문을 분석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태조부분만을 추출하여 본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
다.

ABSTRACT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re important records registered in UNESCO.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analyze big data by examining the frequency of word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ranslated into Korean. 
When you acces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rom an Internet site and try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of 
words, if you directly access the source included in the page, the keywords necessary for the HTML grammar are 
included, so that it is difficult to analyze big data based on the frequency of words in the necessary tex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nalyze the text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using Java's Jsoup crawling 
function. In the experiment, only the Taejo part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as extrac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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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웹 크롤링을 위하
여 Jsoup을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html를 분석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된 
하이퍼 텍스트들을 큐에 추가하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의 내용은 각각 해당 소스 코드와 
결과물의 일부를 보여준다[1]. 

그림 1. 하이퍼링크 생성 코드

그림 2. 하이퍼링크 생성 결과

이전에 구성한큐 를 하나씩 pop하여 구성한 하
이퍼 텍스트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ins_view 
ins_view_left w50_w50 Element 내용을 크롤링하여 
국문으로된 조선왕조실록 내용만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2]. 크롤러는 약 2시간동안 
실행한 결과 조선왕조실록의 모든 내용을 크롤링 

할 수 있었다. 다음의 그림 3와 그림 4의 내용은 
각각 해당 소스 코드와 결과물의 일부를 보여준다. 

그림 3. 크롤링 코드

그림 4. 크롤링 결과

Ⅲ. 워드 클라우드

text 변수에 파일을 지정하여 파일을 읽어들이고  
sapply 함수를 활용하여 extractNoun을 수행하였다. 
그 후 gsub함수를 활용하여 명사지만 분석 시 필요
없는 글자들을 제거하였다. 그림 5와 그림 6의 내
용은 각각 해당 소스 코드와 조선왕조실록(태조부
분)을 R언어를 활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만든 결
과물의 일부를 보여준다[3].

그림 5. 워드 클라우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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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워드 클라우드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효율적이고 간편
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웹 크롤러를 
제안하고 워드클라우드를 구성하였다.

해당 웹 크롤러는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조
선왕조실록 사이트를 자동으로 크롤링하기 위한 
하이퍼텍스트를 큐에 저장하도록 되어있다. 큐에 
저장한 하이퍼텍스트에서 지정된 주소를 크롤링함
으로써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크롤링하였고, 크롤링 
한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크롤링한 실록 중 태조 시대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명사를 추출하고, 의미 
없는 단어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단
어들을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의 주석부분
을 크롤링할 때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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