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221

● 요   약 ●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임용고시는 응시자 수가 꾸준히 많고, 응시과목 중 한국사는 높은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

구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응시자격에 있어 요구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자격증

을 준비하는 응시 준비생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써 개발하였다. 사용자들에게 

한국사의 많은 분야 중에서 유적지와, 능비 부분에 대하여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대, 장소, 나라 등의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자료 검색으로 임용고시 준비에 있어 유익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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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8년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1위는 공무원으로, 공무원 임용고시 

많은 응시생으로 인한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용고시는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이 필수 응시 과목이다. 

특히, 한국사는 공무원으로서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과목이다. 이에 맞게 시대, 나라, 

업적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유형으로 

출제 된다. 유적지와 능비관련 문제는 정확하고 깊은 지식에 대한 

암기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응시 준비생들에게 초점을 둔 자료와 유용한 시스템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쉬운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II. 관련 사례

현재 웹기반 시스템에서는 많은 사이트들이 우리나라 유적지와 

능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1], 위키백과[2] 등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적지와 능비 관련 데이터를 일반인 기준으로 간략히 제공하여 

응시 준비생들에게는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에 어려움이 있다.

III. Google  Map  API[3] 기반 응용개발

본 연구는 관련사례를 통해 활용도가 높고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적지와 능비들의 정확한 위치와 시대, 나라, 

업적 등 다양한 분야별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응시 

준비생들에게 초점을 두었다. 

유적지와 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Google MAP API를 

이용하여 유적지와 능비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자 검색을 통한 특정 

분야별 위치정보를 제공하였다. 유적지와 능비들의 위도와 경도 값으

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를 통해 진행하였다.

⚫ 그림 1과 같이 JavaScript와 JQurey를 이용하여 Google MAP

을 웹 브라우저 상에 도식화 한다.

Fig. 1. Interaction of DB and Google Marker

⚫ JAVA파일을 통하여 그림 2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연결 후 

지도와의 연동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위도와 경도 데이터를 

지오 코딩을 이용하여 모든 유적지와 능비를 지도상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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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I, DB and Web page Integration

⚫ 사용자는 자신이 검색하기 원하는 분야를 선택 할 경우 Google 

MAP을 초기화한 후 재 출력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여러 분야의 

값들을 통하여 해당 Marker만을 실제 지도상에 표시하여 준다.

IV. Naver의 SMTP 서버 기반 응용개발

관리자가 사용자로 부터 잘못 된 정보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경우 

검토 및 반영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전송하고자 활용하였다. Naver의 

SMTP 서버를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3단계를 통해 진행하였다.

⚫ 그림 3과 같이 Naver의 SMTP 서버를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정보

를 확인하여 SMTP서버 인증 한다.

⚫ 구조화 된 Mail객체를 생성하여 메일을 발송한다.

⚫ Naver SMTP 서버를 활용하여의견을 제시한 사용자의 메일주

소로 자동으로 Mail을 전송한다.

Fig. 3. Integration of Web page and SMTP Server

V. Conclusions

현재 Web Search상에서 제공 되는 수많은 한국사관련 자료들 

중, 유적지 및 능비에 대한 자료는 임용고시 대비에 초점을 둔 정보를 

제공하는 Web Site가 존재하지 않는다. 응시 준비생들의 불편함과 

추가 요구사항을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서 임용고시 응시 준비생들에게 유적지 및 능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별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한국사능력검정(고급) 자격시험 및 우리나라 역사가 담긴 흔적에 관심

을 기울이고 이것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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