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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세상은 수많은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질병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

이고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검색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질병 현황 정보, 시도별 

현황 정보, 마스크 판매처 위치 및 재고, 바이러스 감염자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바이러스 정보를 

짧은 시간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가공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웹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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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앞으로 세상은 수많은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유행하

고 있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며 정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이트는 사용자들의 검색 소요 시간을 줄이고, 사용자

들이 원하는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제공하고자 반응형웹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I.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2.1 시스템 설계

2.1.1 시스템 구성도

본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잡하지 않은 메뉴 구성도를 설계했다. 사용자

는 특별한 절차 없이 시스템이 구성하고 있는 기능을 사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ig. 1. 시스템 구성도

2.1.2 시스템 흐름도

본 시스템은 정보를 사이트에 출력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롤링

(Creawling) 방법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오픈API를 활용하였다. 

사용자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예측하여 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크롤링 한 후 JSON 데이터 형태로 파싱하여 

DB에 삽입 후 각 페이지에 필요한 데이터를 DB에서 검색해서 각 

페이지를 구성한다. 

제공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간편하게 제공하기 위해 그래프 라이브

러리 등 각종 라이브러리 들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원형, 증가 값, 

확률 그래프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그림 2]는 본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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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데이터흐름도

2.2 구현

[그림 1]의 구성도와 [그림2]의 데이터 흐름 도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현을 진행하였다. 5개의 메뉴를 구현했고 각 메뉴에 필요한 데이터를 

각 사이트에서 크롤링 및 API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JSON 데이터로 

파싱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다. 매일 바뀌

는 데이터는 스케쥴 라이브러리 모듈을 활용하여 서버가 동작하는 

사전에 지정한 특정 시간에 각 사이트에서 크롤링하고 있는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데스크톱에서 접속하는 웹 환경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

는 앱 환경으로 어디서든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접근성을 증가시켰다.

2.3 실행화면

[그림 3]은 PC에서의 구현화면이며, [그림 4]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의 구현 화면이다.

Fig. 3. 웹

Fig. 4. 앱

III. 결론

본 연구에서 구현한 반응형웹 시스템은 바이스러스 유행 시, 사용자

들이 원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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