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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기존의웹수집로봇에서처리하지못하는자바스크립트함수링크를처리하기위하여인터넷

익스플로러의 “Active Script Engine”을사용하여웹로봇을구현하였으며,또한자바스크립트함수링크를처리하

였을경우웹수집로봇의수집량을측정하기위한웹수집로봇을개발하였다.웹수집로봇을개발하기위해서구

글봇과네이봇등웹수집로봇의구조를파악하여,수집로봇에활용되는구성요소를구현하고분산처리형태의웹

수집로봇을설계하였다.또한제안된웹로봇에제안된자바스크립트처리모델을추가하여성능평가를하였으며,

성능평가방법은자바스크립트를사용하는웹사이트의게시판을대상으로하여웹수집량을비교분석하였다.웹

사이트 게시물 1000개인 경우, 일반 웹 로봇의 경우에는 1페이지밖에 수집하지 못하였고, 제안된 웹 로봇의 경우

1000개이상의웹페이지를수집하는결과를얻었다.

ABSTRACT

This is an example of ABSTRACT format. 여기까지는 1단으로 편집하세요 In this paper, we proposed and implemented web robot

using active script engine with internet explore to process javascript function link, which is not processing in conventional web searching

robot. This web searching robot is developed to measure collecting amount of web searching robot with processing of javascript function link.

We analysed the architecture of web searching robot with google and naybot to develope web searching robot, implemented element of

configuration applicable to searching robot and designed with distributed processing type. In addition to, we estimated the proposed web robot

employing javascript processing model and analysed the comparison of collecting amount of web site board using javascript. We obtained the

result of 1,000 web page collecting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 in case of 1,000 web site board.

키워드

웹 로봇 엔진, 웹 수집 로봇, 자바스트립트

Key word

Web engine, Web searching robot,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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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이용이활발해짐에따라수많은정보들이웹

문서의형태로공개되고있으며,이러한웹문서들을효

과적으로검색하기위하여웹검색서비스들이이용되

고있다.웹로봇은지정된URL리스트에서시작하여웹

문서를수집하고,수집된웹문서에포함된URL들을추

출과정과새롭게발견된 URL에대한웹문서수집과정

을반복하는소프트웨어로서웹검색서비스의구축을

위해서는웹로봇을이용한웹문서수집이선행되어야

한다. 1990년대중반의웹문서수는현재에비하여매

우적었기때문에,최초로개발된웹로봇Wanderer를포

함하여이당시개발된다수의웹로봇들은대용량의웹

문서들을수집하도록설계되지않았다. 현재는전세계

적으로 30억개이상의웹문서들이존재하며,국내에도

5천만개이상의웹문서들이존재하고있다.따라서이

처럼많은수의웹문서들은효율적으로수집할수있

는,즉초당수백또는수천개의웹문서들을수집할수

있는웹로봇의필요성이증가되고있다.[1][2]인터넷이

발달됨에따라서동적인웹사이트가증가하고있다.사

용자들이 원하는게시물을 등록하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있는웹사이트가대부분차지하고있으며,웹로봇은

이러한특성들을고려하여설계되어야한다.웹수집로

봇은URL을통해서웹문서를수집하게되는데,웹사이

트개발자에의하여만들어진자바스크립트함수로링

크가연결되어있는경우에해당페이지를수집할수없

으며, 해당 페이지에연결된 웹링크를 찾아갈수없기

때문에많은웹페이지를놓치게된다.

또한 웹 수집 로봇은 대부분의 기업/업체(검색엔진)

에서사용되고있지만웹수집로봇의소스는공개되어

있지않다.본논문에서는그림 1과같이기존의웹로봇

에서는처리하지못하는자바스크립트함수링크를처

리하는자바스크립트모델을제안하고,제안된스크립

트모델을사용하는웹수집로봇을설계및구현하였

다.또한제안된스크립트모델을사용하여웹수집로봇

의수집페이지의양을대상으로웹로봇의수집량을대

상으로성능평가하였다.웹수집로봇의웹페이지수집

량은중요하기때문이다.마지막으로결론및향후연구

에대하여알아본다.

그림 1. 스크립트 처리가 불가능 한 예
Figure 1. Example of Impossibility of Script

Processing

Ⅱ. 관련 연구

2.1 구글봇(Google Bot)

구글봇(Googlebot)은 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

글에서사용하고있는웹로봇으로,스탠포드대학의학

생이였던 Page & Brin에의해개발되었다.[3]구글은이

러한구글봇을이용하여전세계를대상으로 30억개이

상의 웹 문서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구글은 상업화된

이후에도스탠포드대학과웹문서수집에관련된연구

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으며,그결과로는웹문서들

이병렬수집[4],중복된 문서들의검출[5],동적인웹문

서들의수집[6],웹문서들의수정주기분석[7]등이있

다.그림 2는구글봇시스템의구조를보여준다.구글봇

은URL관리기,다운로더,웹문서관리기, URL추출기,

URL변환기로구성되어있으며,각각의구성요소는독

립적인프로세스로서 존재한다. URL 관리기는수집할

웹 문서들의 URL들을 다수의 다운로더들에게 분배한

다.각각의다운로더는서로다른컴퓨터에서실행되고,

웹문서관리기는다운로드된웹문서들을압축하여디

스크에저장한다. URL추출기는디스크에저장된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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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로부터 URL들을추출하고, URL변환기는이 URL

들을절대 URL로변환하여저장한다.

그림 2. 구글봇 시스템의 구조
Figure 2. Architecture of Google Bot System

2.2 네이봇(Nabot)

네이봇(nabot)은 웹 검색 포탈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웹로봇으로서국내및일본의웹문서들을수집한다.네

이봇은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 MySQL을사용하

여수집된웹문서들을관리하며,또한과거에수집된웹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집

된전체웹문서들의URL을관리한다.네이봇은관리중

인URL들이지시하는웹문서만을수집하고,수집된웹

문서들로부터 발견된 새로운 URL들을 URL 데이터베

이스에추가한다.

따라서새롭게발견된 URL들이지시하는웹문서들

은다음번네이봇수행시에수집된다.[8]그림 3은네이

봇시스템의구조를보여준다. URL분배기는관리중인

URL들을다수의컴퓨터에분산되어있는웹문서수집

기들에게분배하며,웹문서수집기는다음과같은작업

들을수행한다.

첫째, URL의 IP를검사하여국내또는일본의웹문

서인지를 확인한다. 둘째, 로봇 배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웹서버의 robots.txt파일의내용을확인한다.셋

째,웹문서를다운로드한다.넷째,다운로드된문서로

부터URL들을추출하여URL검사기로전달한다.다섯

째,웹문서의내용을분석하여유해또는스팸문서인

가를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웹 문서를 압축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한편, URL 검사기는 전달된

URL들 중에서블랙리스트에 포함된 URL들과 기존의

URL제거한후,나머지URL들을URL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다.

그림 3. 네이봇 시스템의 구조
Figure 3. Architecture of Nabot System

Ⅲ. 제안된 웹 수집 로봇의

설계 및 구현

제안된웹수집로봇은로봇관리자로부터시작되지

않으며,큐를중심으로시작된다.로봇관리자는현재쌓

여있는메시지큐를처리하기위해서각관리자(수집관

리자,다운로드관리자,에러처리관리자,스크립트관

리자)를 생성하게되며 처리된큐는삭제된다. 수집처

리관리자에서는페이지의웹주소를가져오는데,가져

온 URL을메시지큐에입력하고,자바스크립트로연결

된함수링크의경우에도메시지큐를작성하여등록한

다.이렇게등록된큐를로봇관리자에서처리하면,웹

페이지의모든문서를수집할수있게되는것이다.여

기서스크립트관리자는본논문에서제안된관리자이

다.이스크립트관리자는수집처리관리자에서처리할

수없는링크즉자바스크립트함수로연결된링크를처

리하도록도와주는역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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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웹 로봇의 구성요소

1.로봇관리자

로봇관리자는수집관리자와,다운로드관리자를관

리한다.각관리자의개수를정의하고생성하는관리를

하며,수집관리자로부터검색된URL을중심으로각관

리자들을생성한다.

2.수집처리관리자

웹페이지로접속하여페이지를수집하는역할을하

며수집에 실패했을경우, 에러관리자가 다시처리할

수있도록에러메시지를작성하고,수집하려는 URL의

정보가 파일형식일 경우는 다운로드 관리자에서 처리

하도록메시지를작성하며,자바스크립트함수로연결

된링크또한스크립트관리자에서처리할수있도록메

시지를작성하는역할을한다.

수집처리관리자에서는웹수집로봇에서사용되는

파서가 요구된다. 웹 로봇용 파서는 웹 페이지의 소스

코드에서 href의내용을검출하여주소를획득할수있

도록처리하면된다.또한자바스크립트함수링크로

연결되어있을경우에는그에따른처리도가능하여야

한다.

그림 4. 웹 수집 로봇의 기본 구조
Figure 4. Basic Structure of Web Searching Robot

그림 5. 로봇 관리자의 구성
Figure 5. Configuration of Robot Administrator

3.다운로드관리자

수집처리 관리자로부터 URL헤더의 정보가 파일형

식일 경우, 로봇 관리자는 다운로드 관리자에게 파일

URL을전달하여이부분에서처리하게된다.파일을다

운로드받아웹수집로봇의목적에맞게처리하는모듈

이있다.

4.에러관리자

수집처리 관리자에서 URL의 헤더를 다운로드 받거

나, URL페이지를다운로드받을때에러가발생하였을

경우특정배열리스트에 URL항목을저장하게되는데,

로봇관리자는재점검에필요한에러에따라서에러관

리자에게항목을전달하여처리하도록한다.

5.스크립트관리자

수집처리 관리자에서 자바스크립트 함수 링크로 연

결되어있는주소의경우이스크립트관리자에게메시

지를전달하여처리한다.

3.2 제안된 스크립트 관리자

제 3.1절의수집처리관리자에서스크립트함수링크

를추출하게되었을경우스크립트처리메시지를작성

하여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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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로봇관리자에서해당메시지가있을경우이관

리자를실행하게되는데,스크립트관리자에서는스크

립트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처리 한다. 스크립트 메시

지를파싱하여,허용된스크립트 함수일 경우해당 메

시지를처리하고그렇지않을경우는 파기하도록설

계해야 한다. 그이유는해당 처리 함수를 실행하였을

경우익스플로러의인쇄창이뜨거나해당게시물이삭

제될수있는위험이있기때문이다.우선이모듈을개

발하기 위해서는 MicroSoft Windows에서 제공하는

MSHTML.DLL 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하기 위해해서 Internet Explorer에서 제공하는

SHOCVW.DLL과MSHTML.DLL을사용하면, ActiveX

Control, Active X Script Engine, Java Applet, Plug-in 과

같은여러가지객체를제어할수있게됩니다.

그중자바스크립트로사용되는링크의결과주소를

알아야 하기 위해서 사용된 부분이 바로 Java Script

Engine이다. HDOCVW.DLL은 WebBrowser Control이

며, MSHTML.DLL은 HTML 파서라고 볼 수 있다.

SHOWDOCVW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대표적인기능이 Flash와 ActiveX컨트롤이다.

MSHTML은 HTML과 Java Script와 같은 스크립트를

파싱하여 사용자에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자

바스크립트관리자에서는인터넷익스플로러의객체

를 사용하여 자바스크립트를 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수있는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자바스크립트 관리자의 경우

에는 Internet Explorer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Windows시스템이외의시스템(UNIX, Linux,

Solraris)와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

모든웹브라우저컴포넌트는 "IWebBrowser2"라는인

터페이스를 사용 한다. VC++, VB, Delphi, 등으로 이

포함된다. Delphi의 경우 “TWebBrowser"라는 컴포넌

트역시 MS의웹브라우저컴포넌트를포장해서사용

하는관계로 "IWebBrowser2"의인터페이스를가지고

있다. 바로 "Ole Object property"를 사용하기 때문이

다.

그림 6.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전체구조[10]
Figure 6. Total Architecture of Internet Explorer

또한 IWebBrowser2의값을알고있기때문에필요하

다면 그 상위의 인터페이스들을 알아 낼 수도 있으며,

IWebBrowser2로 IWebBrowserApp를 액세스하기 위해

서는다음의웹브라우저의접근예제와같이할수있

다.

그림 7. 웹 브라우저의 레이아웃[11]
Figure 7. Layout of Web Browser

자바스크립트를처리하는순서는웹오브젝트를생

성하고생성된웹오브젝트에해당자바스크립트의페

이지소스를삽입후자바스크립트를실행하는것이다.

스크립트관리자의처리과정은 3단계로나뉘어져있다.

Enable, JBScript, Disable이스크립트관리자는 DLL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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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크립트 관리자의 구성
Figure 8. Configuration of Script Administrator

Ⅳ. 제안된 모델의 성능 분석

4.1 수집 모델의 쓰레드 처리 모델의 성능평가

90개의웹페이지를생성하여업로드한뒤에,멀티

쓰레드 방식과 싱글쓰레드 방식으로 테스트 한 결과

멀티쓰레드방식은 9.250 Sec이소요되었으며,싱글

쓰레드 방식은 15.578 Sec 이 소요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만약 웹 사이트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싱글 쓰레드의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더 지체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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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싱글 쓰레드 처리 다운로드 모델 성능평가
Figure 9. Evaluation of Performance for Single

Thread Processing Downloa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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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멀티 쓰레드처리 다운로드 모델 성능평가
Figure 10. Evaluation of Performance for Multi

Thread Processing Download Model

4.2 제안된 웹 수집 로봇의 성능평가

웹 수집 로봇의 성능평가 기준에는 효율성, 지속성,

신성성,포괄성,정숙성,유일성,안정성등이있다.[2]하

지만본논문에서웹수집로봇의자바스크립트함수로

연결된링크의해결방안을제안하므로웹수집로봇에

서제안모델을삽입한것과그렇지않은것에대한수

집개수를측정하였다. 성능평가는자바스크립트를처

리하지않는모델과,자바스크립트를처리하는모델 2가

지로나뉘어페이지수집량을계산해보았다.

그림 11. 스크립트 처리
Figure 11. Script Processing

자바스크립트처리모델에특정사이트에한가지의

정의함수만지정해놓고,웹사이트의수집을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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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작시간은 2330.49초 소요되었고, 수집 페이지의

개수는 1654 페이지를 수집하였다. 그에 반면, 스크립

트를처리하지않고돌렸던웹수집로봇의경우, 72초

소요하였고,수집페이지의개수는 153페이지를수집

하였다.

그림 12. 스크립트 미처리
Figure 12. Non Script Processing

웹 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처리 모델이 사용되지

않을경우웹수집로봇의페이지점검페이지의개수는

동일하지만,스크립트가사용된웹페이지이의경우페

이지수집량에차이가나타난다. 스크립트를처리하여

처리된웹페이지를처리하게될경우웹사이트마다차

이가있지만더많은페이지의링크를수집할수있다.

웹 사이트의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는 게시판을 대상

으로수집을테스트한결과를표 1도메인별게시판의

수집량테스트결과에서나타내고있다.

웹수집로봇

기존로봇 제안된로봇

수집량 소요시간 수집량 소요시간

133 59.95 1464 395.67

1 1.61 76 17.36

22 3.2 70 18.16

155 100.94 1650 1587.42

20 8.83 30 9.95

표 1. 도메인별 게시판의 수집량 테스트
Table 1. Collecting Amount Test of Board on

Domain Type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는 경우 수집량의 차이가 확

연하게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기존의로

봇에서는 *****.gangwon.kr도메인을처리했을경우에

는자바스크립트함수링크를처리하지못하여 1페이지

밖에수집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지만,제안한웹로

봇의경우에는 76페이지를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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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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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도메인

수
집
량 기존

제안

기존 133 1 22 155 20

제안 1146 76 70 1650 30

**uys.or.kr *****.gangw on
.kr

**ct.go.kr *****rights.go.
kr

*****ning.go.kr

그림 13. 수집량의 성능평가
Table 13. Evaluation of Performance for Collecting

Amount Test

Ⅴ. 결 론

본논문에서는웹수집로봇의수집처리관리자에서

페이지의 URL파싱처리중처리하지못하는자바스크

립트함수링크를처리하기위하여인터넷익스플로러

객체에서제공하는 "Active Script Engine"을활용하여처

리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기존의공개된웹로봇의경

우에는 단순한 상대경로의 URL링크만 절대 경로의

URL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함

수링크로사용된 URL링크의경우대부분의페이지를

수집하지못하는방면,제안된웹수집처리모델에서사

용되는 자바스크립트 관리자를 추가한 경우 자바스크

립트함수링크를처리하기때문에웹수집로봇의페이

지수집량이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특정사

이트의 자바스크립트 함수 링크로만 만들어진 게시판

의게시물의개수가 1000개일경우일반웹수집로봇은

1페이지밖에수집하지못하였고제한된웹수집로봇의

경우게시물의 개수 1000개만큼 수집할 수있었다. 웹

수집로봇의속도도중요하지만많은데이터를확보하

기위해서는페이지수집이정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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