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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Parser를 활용한 최신 영화 정보 제공 연구

A study on the offering of the latest film information 
using XML Parser

최재형**, 구민정*

Jae-Hyung Choi**, Min-Jeong Koo*
요  약 최근 스마트 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 폰에 대한 여러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 점점 더 발전되고 있으

며, 실제로도 실생활에 편리함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많은 Application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고 싶은 영화

에 대한 정보를 뉴스 사이트 RSS로 XML 파서를 이용하여 영화와 관련된 뉴스기사를 호출하여 리스트로 출력하였

다. 본 안드로이드앱 서버는 Ubuntu로 구축하였으며, 구축한 게시판을 통해 최신 영화정보까지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로 배치하였다.

주요어 : 모바일, 앱, 스마트폰, XML, 영화정보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mart phone users, smart phones themselves are seeing progress in 
terms of available functions. Many applications, too, are being developed to increase convenience in daily life. 
This study issued a list of information on films that the user wishes to see, by using an XML parser to call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films in question to the news site RSS. The Android App server was built using 
Ubuntu and the latest film information was provided through the board that was built. The menu was consisted 
in a manner so that when the information interested was clicked on, a more detailed set of information becam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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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스마트폰사용자가급증하고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PC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보다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웹컨텐츠를즐길수있으며모바일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이트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Application이고, 최근 Application Market들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커지고 있다. Application은

스마트 폰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

이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Application

Market으로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애플의

앱 스토어가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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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스마트 폰 OS 점유율(출처: SA)[2]

Fig 1. Smartphone OS Share

본 연구에서는 그림1과 같이 세계 스마트폰 OS

점유율이안드로이드(구글)이 83.6%(2016.6)을차지하고

있으므로 많이 활용되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영화를

좋아하는사용자가영화를한눈에보고쉽게영화정보를

볼 수 있도록 Application을 설계하였다. 영화 정보

시스템 Application은 찾고자하는영화의평점, 내용,

줄거리등을한눈에볼수있고장르를구분하여원하는

장르의영화를쉽게찾아볼수있도록 Application을

설계하였다. 사용자들이포털사이트를통해영화정보를

찾는번거로움을없애고언제어디서든편리하게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연구 배경

영화에 대한 정보는 구글 플레이에서 그림 2과

같이 앱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앱의 메뉴항목을

살펴본결과게시판형식으로직접 관리자가영화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3].

관리자가영화정보글을직접추가해야하는불편함이

있으므로 본 앱 시스템에서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뉴스사이트의 영화 RSS기사를 XML파서를 이용

하여 Ubuntu서버에 저장하고 리스트로 최신 영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2.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영화앱

Fig 2. Movie Apps of Google Play Store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스마트폰을활용한영화정보시스템의구성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먼저 메뉴화면을 보게 되면

영화검색, 영화추천, 영화소식, 더 보기 기능이 있고

영화검색시데이터베이스와연동되어일치는영화가

Application 안에서보여지게된다. 영화추천메뉴는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되어 원하는 장르의 영화가

자동으로 추천이 된다. 영화소식메뉴는 각종 영화

기사가 Application화면에 보여 지게 된다. 더 보기

메뉴의 기능은 Application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Application관련 문의사항등을게시해주는

메뉴이다. 영화검색, 영화추천, 영화소식, 더 보기

등 메뉴 중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Application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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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Version

Ubunto(Server) 16.10

Android Studio 2.2.2

JDK 1.8.0_101

Xpress Engine(XE)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

그림 3. 시스템 흐름도

Fig 3. System flow

○ 영화 정보 시스템 구현

영화정보시스템 Application을 통해찾고자하는

영화의 평점, 내용, 줄거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장르를 구분하여 원하는 장르의 영화를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Application을 설계하였다. 사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영화 정보를 찾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1. 시스템 환경

Table 1. System Configuration

안드로이드어플리케이션은표1과같이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통해제작하였고, 영화정보DB를서버에서

불러오기위해서웹서버를구축하고쉽게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인 Xpress Engine(XE)를 통해서 게시판을

구축하고 게시판에 등록한 영화정보를 어플리케이션

에서 불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시스템은 안드로이드스튜디오환경의

JAVA로구현되었으며, 첫화면인메인에서사용자가

선택할수있는 항목들을보여주고원하는 메뉴마다

검색결과, 정보, 소식, 문의등기능을이용할수있다.

그림 4. 메인화면과 영화검색 화면

Fig 4. Main Screen & Search Screen

그림4는 Application의 주 메뉴인영화검색메뉴는

원하는영화의제목을입력하면영화의정보와줄거리

등을한눈에보기쉽도록사용자들에게도움을준다.

메인 페이지에서 영화추천 메뉴를 선택하면 영화

추천화면으로연결되고원하는장르를선택하게되면

원하는 장르에 속하는 영화들을 사용자들에게 추천

해준다. 어플리케이션에대한간단한소개를볼수있는

화면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기능이있는지모르는사용자를위해소개페이지를

작성하였다.

그림 5. 영화 추천메뉴 및 추천영화 화면

Fig 5. Movie recommendation menu & Recommend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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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SS를 이용한 최신 영화 추천 리스트

Fig 6. The lastest Movie recommendation list using RSS

그림5,6은 영화를 보고 싶은데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이되는사용자를위해영화를 추천해주는영화

추천 기능이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영화 장르를

선택하면해당 장르에 해당하는 영화목록을화면에

출력하며, 사용자가영화제목을누르면상세페이지로

이동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길게

터치를 하면 북마크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되어 북마크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림 7. 최신 영화 정보 DB system(Screen)

Fig 7. The lastest Movie information DB system

그림7은 북마크에 저장한 영화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사용자가 북마크에 저장한 영화목록을

확인할수있으며, 영화를선택하면영화추천페이지와

동일하게상세페이지를웹뷰를통해확인할수있다.

지우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롱클릭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북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8. 영화정보 북마크 리스트

Fig 8. Movie information bookmark list

그림8은 영화에 관련된 뉴스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이다. 현재는 네이버뉴스 사이트에서

RSS를XML 파서을통해서영화와관련된뉴스기사를

불러와서 화면에 출력하고 있다. 화면에 표시되는

제목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웹뷰를 통해 상세페이지로 연결된다.

그림 9. 영화소식과 문의화면

Fig 9. Movie news & Question screen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문의 버튼을 통해

개발자에게이메일을보낼수있다. 이메일을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스파트폰에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한 내용이 개발자의

이메일로 전송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

영화소식 메뉴에는 영화 관련 소식이나 영화

시사회, 개봉 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application을

통해서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더 보기 메뉴에

서는사용자들의 문의 사항 이나 불편한 점을 쉽게

게시할수있도록하여Application을 보완하는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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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V. 결 론

스마트폰 사용량과 언제 어디서든 웹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Application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높은 OS 점유율을 갖는 안드로

이드OS 기반으로 Application을 만들었고 사용자

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영화의 정보와 추천으로

편리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

구는 웹 검색을 통한 영화검색을 했던 많은 사람들

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간편하고 보기 쉽도록 구

성하였다. 또 그 외에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하거

나 새로운 영화소식을 RSS최신 영화정보 기사를

서버로 저장하여 리스트를 이용하여 리스트로 쉽

게 접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사용자들이

Application을 사용하면 겪었던 불편한 사항이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 영화정보시스템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용

자들에게 영화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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