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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 온라인 플랫폼의 구현

Implementation of a Political Online Platform Using Mobile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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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지역사회의

정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 온라인 플랫폼은 국회의원 모니터링, 법안 모니터링, 각종 이슈의 참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AWS 서버, DB와 안드로이드 앱 형태로 구현하였다. 특히 공공 Open API와

Naver API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였다. 본 시스템은 법안 및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분야에 잘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온라인 플랫폼, 정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AWS 서버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political online platform using smartphones.  This platform 
is consisted of monitoring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onitoring of legislation, and participating in 
several issues. It is implemented as an AWS server, DB and an Android applications. Especially, we update the 
political information in real time by using Open API and Naver API. This system will be well applied to the 
division in discussion and sharing of thinking about legislation and polit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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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서 국민 중 85 %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18세~34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100

%에 육박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다양한 부분

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활용

하여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에만 관심

을 가지거나 포털사이트의 흥미로운 분야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고, 정치의 기본이 되는 개인이 속해있는 지역

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

특히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잘 알고 있

는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

는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나? 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

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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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치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정치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한다.

Ⅱ. 정치 온라인 플랫폼의 구현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구현 내용과 스마트폰 앱

의 세부 구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구현 내용

본 플랫폼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으로 구현된다.

의원 모니터링, 법안 모니터링, 이슈 참여 기능을 구현

한다.

1) 의원 모니터링 기능은 개인의 지역구 및 관심의

원들의 뉴스, SNS 노출 및 의정활동을 실시간 모니터

링한다.

2) 법안 모니터링 기능은 사용자의 관심분야를 토대

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 심사 및 표결현황을

추적하고 사용자 참여현황을 제공한다.

3) 이슈 참여 기능은 사드에서 청년 취업, 청년 수당

까지 최신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고 투표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그림 1. 정치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Figure 1. Functions of political online platform

2. 스마트폰 앱의 세부 구현 내용

스마트폰 앱의 세부 구현 내용은 크게 로그인 화면,

메뉴 화면, 정보 화면, 사용자 참여 화면의 4 단계로 이

루어진다.

1) 로그인 화면은 로그인 시 휴대폰 인증, SNS 연동,

본인 입력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성별, 연령대, 관심 법

안과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2) 메뉴화면은 입력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보여준다.

3) 정보화면은 지역 소속 의원의 투표 완료한 법안,

투표 예정 법안을 표시하고, 지역 소속 의원과 관련된

정보(Facebook, Twitter, 대표 이메일, 전화, 국회 대표

연락처 등)를 보여준다.

4) 사용자 참여 화면은 지역 소속 의원들의 투표 현

황에 따라서 좋아요/싫어요 의견제시, 여론조사 등 제

시하여 사용자들의 참여를 보여준다.

본 앱의 UI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UI 구조도

Figure 2. Structure diagram of UI

Ⅲ. 서비스 구현

1.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구현

서버는 AWS(Amazon Web Servies)의 EC2(Elastic

Compute Cloud)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였으며, 서버

와 안드로이드, Mongo DB의 3 tier architecture를 설

계하였다. 그리고 서버 부분은 MVC(Model View

Controller) 패턴을 채택하여 재사용성 높은 코드를 작

성하였다. MVC 패턴을 위해서 소스 코드를 폴더별로

분류하였다. 외부 API 사용을 위한 카카오, 페이스북

키 내용은 외부 폴더에 저장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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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코드 베이스를 유지하였다. 코드 저장소로

BitBucket을 사용하여 개발자들 간의 코드 공유와 진행

상황을 알기 쉽도록 하였다.

그림 3 MVC 구조로 파일을 분리

Figure 3.Separate files into MVC

structures

 

서버와 안드로이드 앱과 통신하기 위해서 Node.js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대량의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

서 AWS의 S3 스토리지를 사용하였다. AWS의 S3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AWS S3에 이미지 업로드

Figure 4. Uploading images to AWS S3

데이터베이스는 NoSQL 데이터베이스인 MongoDB를

사용하였다. [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이슈 정보 컬렉

션을 다루는 Issues 스키마, 의원정보 컬렉션을 다루는

reps 스키마, 법안정보 컬렉션을 담당하는 laws 스키마,

사용자 정보 컬렉션을 담당하는 user 스키마로 구성하였

다. 유저별로 세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express-session,

세션을 Mongo DB에 저장하기 위해서 connect-mongo

를 사용하였다. [2] 세션별로 세션 유효 시간을 가지고

DB에 저장된다. 유효 시간이 지난세션은자동으로삭제

된다. 세션과 관련된 코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세션 처리 코드

Figure 5. Session processing code

사용자의 편리한 로그인을 위해서 Facebook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을 추가하였다. 사용자별 개인 정보,

ID, Password를 수집할 필요없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인증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인 Passport를 사용하였

다. Passport는 인증 요청을 제공하고 인증 성공 또는

실패시 발생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카카

오톡, 페이스북을 이용한 인증을 위해서는

passport-facebook-token, passport-kakao-token 모듈

을 사용하였다. 인증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의

세션에 인증 정보를 저장해준다. 인증된 사용자 정보를

Mongo DB에 저장하기 위해서 mongoose 모듈을 사용

하였다. 지정한 스키마에 맞게 DB에 저장해준다. 카카

오톡, 페이스북에서 발급받은 개인키는 보안성을 위해

서 외부 폴더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인증 요청 과정

을 구현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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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assport를 이용한 페이스북, 카카오 로그인 인증

Figure 6. Login Authentification using facebook and kakao

2. API 사용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의안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XML

형태의 의안 정보를 가져와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

공한 Open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

그림 7 법안 API에서 제공되는 기능

Figure 7. Functions provided by the Measure API

REST API 형식의 공공 데이터 포털 API를 사용하

며 HTTP 요청을 보내 의안 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얻

어온다. XML 형식으로 받아온 데이터를 JSON 구조로

파싱하여 DB에 사용하기 쉽게 변경하였다.

법안 목록 중에서 의안의 처리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DB 목록을 업데이트하였다. 모든

법안 목록 중에서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법안만 선택해

서 업데이트하여 DB 업데이트 시간을 줄였다.

국회의원 및 이슈 관련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를 출

력하기 위하여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NAVER의 API를

사용하였다. 그림 8은 네이버 검색 API 서비스를 보여

준다.

 

그림 8 네이버 검색 API 서비스

Figure 8. NAVER Search API Service

또한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안별 표결현

황 등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파이썬 Selenium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동적 페이지 크롤링을 하였다.

3. 개발환경

Node.js는 v8.1.4 버전을 사용하였다. Node.js의 패키지

매니저인 npm은 5.3.0 버전을 사용하였고, MongoDB는

v3.4.4 버전을 사용하였다. Python은 3.5.2 버전을 사용

하였다.

개발을 원활히 하고 현재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개발 툴과 유틸리티 툴을 사용하였다.

메인 에디터로 Visual Studio Code를 사용하였고,

Javascript 소스 작성을 위해서 WebStorm을 사용했다.

Python 소스 작성을 위해서는 PyCharm을 사용하였다.

MongoDB 접속 및 DB 열람을 위해서 Robomongo를

사용하였다. Git으로 전체 소스 제어 및 이슈 사항을 처

리하였다. Git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그래픽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SourceTree를 사용하였고, Android 어플 개

발을 위해서 Android Studio를 이용하였다. 앱 디자인

과 그래픽 리소스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Zeplin

을 사용하였다. 동적 페이지 크롤링을 위해서 FireFox

브라우저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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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스마트폰에 개발된 앱의 단계별 화면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단계별 화면

Figure 9. Steps of App. screen

회원 가입 시 자신이 관심 있는 법안 분야를 선택

가능하다. 관심 있는 분야와 자신의 지역구를 설정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지역구 의원의 정당, 이력 및 활동 내역을 확

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의원으로 등록한 의원 목록을

볼 수 있으며 터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네이버 뉴스에서 언급된 최근 내용을

보여주고, 해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목록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자신 지역구 의원의 행보나 관심

있게 참여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법안 별로 법안의 정보를 보여준다. 최근 일간 사람

들이 가장 많이 본 법안 5개를 TOP5로 보여주어 사용

자들에게 어떤 법안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지

보여준다. 법안을 관심 법안으로 저장하여 계속 진행

상활을 볼 수 있다.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되었으면 하는지

사용자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찬성, 반대 혹은 여러

개의 선택지를 만들어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

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개발된 앱을 공공데이터 포털의 활용 사례로 등록하

였다.[5]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 온라인 플랫

폼의 설계 및 구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치 온라인

플랫폼은 각 국회의원들의 정보, 상정된 법안 및 영향

분석을 제공하고, 정치적 이슈에 대한 찬반투표, 여론조

사, 댓글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서버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OpenAPI

와 네이버 API를 이용하여 정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

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의 연구로서는 SNS와 API로부터 제공받은 빅

데이터를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시각화하는 기술을 추

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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