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WS를 활용한 분산 웹 크 러 기  가스 안전 슈 분

김용 1, 김용기2, 김 식3, 김미혜4*

1건 학  수, 2충북 학  사과정, 3충북 학  사과정, 4충북 학  수

Issue Analysis on Gas Safety Based on a Distributed Web Crawler 

Using Amazon Web Services

Yong-Young Kim1, Yong-Ki Kim2, Dae-Sik Kim3, Mi-Hye Kim4*

1Divis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Konkuk University Professor, 
2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h. D Student, 
3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 Student, 

4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약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목 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와 주요 민간 기업들은 빅데이터에

지속 인 심과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뉴스와 같이 객 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 데이터 무결성 품질의 확보

는 제되어야 한다. 포털 뉴스와 같이 객 이고 방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나 트 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연

구자나 실무자의 경우, 기존 크롤러 방식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수집 자체가 차단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Amazon Web Services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랫폼을 이용하여 기존 크롤러 방식의 문제 을 해결하여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구 하 다. 한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 과 직결되는 가스 안 련 기사를 수집하여

가스 안 과 련된 이슈를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가스 안 을 확보하기 해 5가지 분류, 즉 사고/발생, 방, 유지/

리, 정부/정책, 그리고 상 등을 기 으로 가스 안 을 한 략이 수립되고, 체계 으로 운 되어야 함으로 확인하 다.

주제어 : 가스 안 , 이슈 분석, 크롤러, 분산 웹 크롤러, AWS, 빅데이터

Abstract With the aim of creating new economic values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governments 

and major private companies around the world are continuing their interest in big data and making bold investments. 

In order to collect objective data, such as news, securing data integrity and quality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researchers or practitioners who wish to make decisions or trend analyses based on objective and massive data, such 

as portal news, the problem of using the existing Crawler method is that data collection itself is blocked.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a method of collecting web data by addressing existing crawler-style problems using the 

cloud service platform provided by Amazon Web Services (AWS). In addition, we collected ‘gas safety’ articles and 

analyzed issues related to gas safety. In order to ensure gas safety, the research confirmed that strategies for gas 

safety should be established and systematically operated based on five categories: accident/occurrence, prevention, 

maintenance/management, government/policy an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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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목 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와 주요 민간 기업들은 빅데

이터에 지속 인 심과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1]. 빅

데이터는 “특정 기술과 분석 방법을 통해 가치로 변환

되는 엄청난 용량, 속도, 다양성을 지닌 정보 자산”을 의

미한다[2] 빅데이터 분석을 해 활용되는 데이터로는

뉴스, 블로그, 카페, SNS(Social network service), 논문,

특허,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정

형 는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블로그, 카페,

SNS와같이 개인의 의견이반 된 주 인 데이터보다

는 뉴스, 논문, 특허와같이사실을바탕으로 한객 인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트 드 분석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실무자와 연구자들

은 객 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치를 창출하는 활

동에 꾸 한 심을 보여 왔다[3-6].

뉴스와 같이 객 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 데

이터 무결성 품질의 확보는 제되어야 한다[7-10].

왜냐하면 방 한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데이터수집

차나 데이터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바

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GIGO(Garbage-in,

Garbage-out) 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포털과 같은

사이트에서 무결성과 품질을 확보한 방 한 데이터

연구자 는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뉴스와 같은 객

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 웹 크롤러(Web Crawler)

를 사용하여 왔다. 이는 방 한 웹 문서를 제공하는 웹에

서 특정 사이트의 웹 문서를 제공하는 웹에서 특정 사이

트의 웹 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말한다[9]. 빅

데이터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차 확 되고 웹 데이

터가 매년 기하 수 으로 증가하면서 웹크롤러의 요

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11, 12].

기존에개발된웹크롤러는일반크롤러(general crawler)

와 분산 크롤러(distributed crawler)로 분류할 수 있다

[12]. 기존에 개발된 웹 크롤러들은 수집할 웹 문서 URL

목록인 시드(seed)를 기 으로 웹 문서를 수집한다. 재

포털 뉴스 서버와 같이 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웹 서

버들은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attack)과 같은 보안상의 을 방하는 안 장치가

존재한다. 특히 웹 서버에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시키

는 크롤러는 DDoS 공격과 그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웹

서버에서 크롤러의 활동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

크롤러는 보안상의 이유로 지속 이고 반복 인 근을

하는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차단하는 서버가 구축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단기간 내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반 크롤러 방식은 이러한 문제 에

매우 취약하며, 분산 크롤러 방식 한 하나의 공유기를

이용하면 일반 크롤러 방식과 마찬가지로 차단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선 물리

으로 시스템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비용이 발생

하는 다른 문제 이 발생한다.

포털 뉴스와 같이 객 이고 방 한 데이터를 바탕

으로 의사결정이나 트 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나

실무자의 경우, 기존 크롤러 방식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수집 자체가 차단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Amazon Web Services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랫폼을 이용하여 기존 크롤러 방식의

문제 을 해결하여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 게 구 된 크롤러 방식으로 국민의 안

과 직결되는 가스 안 련 기사를 수집하여 가스 안

과 련된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 크롤러의개

념과 기존 크롤러의 문제 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있는방식, 즉 AWS를 활용한분산웹 크롤

러에 해 설명한다. 이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구 된 웹크롤러로 가스안 련뉴스기사를 N포털에

서 수집하여이슈를분석한후,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

2.1 크 러  개념

웹크롤러는 웹로 , 웹스 이더등의이름으로불리

기도 하며, 수많은 웹 문서를 자동으로돌아다며 각종 정

보를 수집하는 로그램이다[10]. ‘크롤러’는 ‘어다니는

것’ 라는 의미(Oxford Dictionary)이다. 이는 수집된 웹

문서 내 포함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기반

으로 다른 웹 문서들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기

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10]. 크롤러는

머신의 개수와 동작 방식에 따라 일반 웹 크롤러와 분산

웹 크롤러로 나 수 있다. 분산 크롤러는 멀티-스 드

크롤러와 서버-클라이언트 크롤러로 나뉜다.



AWS를 활용한 분산 웹 크 러 기  가스 안전 슈 분 319

2.2  웹 크 링 식

일반 웹 크롤러[14, 15]는 단일 시스템에서 시드(seed)

URL 수집, 필터그리고 수집방법을 정하는 시드 스

링과 시드에 한 웹 문서를 수집하는 크롤링 기능이 모

두 수행된다. 일반 웹 크롤러의 기본동작은 다음과 같다

[16]. 크롤러는 시드 URL 목록 에서 URL을 가져와 http

로토콜에 사용해 해당 URL의 웹 페이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텍스트와 데이터를 추출하

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일반 크롤러의 경우 탐색한

URL을 리하고 복크롤링을 방지하기에는 매우 효율

이지만, 방 한 웹 문서를 단일 시스템서 크롤링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분산 웹 크롤러가 제안되었다.

2.3 분산 웹 크 링 식

분산 웹 크롤러 방식에는 다수의 머신들이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는 서버-클라이언트 방식과 단일 머신에

서 다수의 스 드가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는 멀티 스

드 방식으로 나 수 있다.

멀티 스 드 분산 웹 크롤링 방식[15]은 서버-클라이

언트 분산 웹 크롤링 방식을 하나의 머신에서 구축한 것

과 유사한 구조로, 시드 URL을 리하는 스 드와 시드

URL의 웹페이지에서데이터를 수집하는 스 드로 나눠

작업이 진행된다. 이 방식은 머신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상 으로 비용이 렴하다는 장 이 있다.

다수의 머신을 사용하는 분산 웹 크롤링 방식[17]은

데이터 수집 시간을 이기 해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를 이용한다. 이 방식은 서버에서 시드 URL을 리하고,

각 클라이언트에 시드 URL을 분배한다. 클라이언트는

시드 URL의 상이 되는 데이터에 속하여 필요한 내

용을 추출하고 다시 서버로 송하거나 직 데이터베이

스에 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버-클라이언트

분산 웹 크롤러를 사용할 경우 복데이터를 확인하기

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할수 있는 반면, 멀티 스

드 분산 웹 크롤러 방식은 복 데이터를 확인하기 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계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2.4 웹 크 링 차단 문제

하지만 포털의 뉴스 서버와 같이 재 규모 트래픽

을 처리하는 웹 서버들은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s) 공격과 같은 보안상의 으로부터 안 장

치를 마련하고 있다.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크

롤러는 DDoS 공격과 그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일반 웹 크롤러와 분산 웹크롤러

에 모두 해당되며, 특히 멀티 스 드 분산 웹 크롤러는

이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

Fig. 1 (a) 와 같이 일반 크롤러는 연결된 네트워크의

수가 한 개이므로 차단당할 경우 차단이 해제될 때까지

기상태에 빠진다. 이는 데이터 수집이 락되는 문제

나총데이터수집시간이늘어나는문제로이어질수있다.

멀티 스 드 분산 웹 크롤링 방식은 서버-클라이언트

분산 웹크롤링방식에비해 머신의 수가 훨씬 지만차

단당할 확률이매우높다. Fig. 1 (b) 와같이멀티스 드

분산 웹 크롤러는 크롤링 상 서버에 연결된 네트워크

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일반 웹 크롤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

생시킨다. 이로 인해크롤링 상 서버가 멀티 스 드 분

산 웹 크롤링을 DDoS 공격으로 단하기 쉬워진다.

서버-클라이언트 분산 웹 크롤러는 상 으로 멀티

Fig. 1. Web Crawling Blocking Problems of Three Types of Web Craw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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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드 분산 웹 크롤러가 지닌 문제를 회피할 수 있기는

하지만 Fig. 1 (c) 와 같이 AP(access point)가 차단당한

상태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2.5 AWS를 활용하는 Web Crawler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크롤러 방식은 문제 은

보안상의 이유로 지속 이고 반복 인 근을 하는 IP를

차단하는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단시간 내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 있다.

일반 웹 크롤러는 이러한 문제 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

니라 단일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서버-클라이언트 분산 웹 크롤

러는 하나의 공유기를 이용할 경우 일반 웹 크롤러와 마

찬가지로 쉽게 차단되며, 지역을 분리하여 물리 으로

시스템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웹

크롤러의 IP 주소를 차단하는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AWS를 활용한 분산웹 크롤링 방식을 제안하고자한다.

AWS는 Amazon.com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랫폼이다[18]. AWS는 컴퓨 워, 데이터베이스 스

토리지, 콘텐츠 송 기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은 이를 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 자본 지출 없

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Amzaon.com은

AWS 클라우드 컴퓨 을 세계 18개의지역내에 52개

의 가용 역으로 나눠 운 하고 있다.

3. 연

3.1 AWS 활용 분산 웹 크 러 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AWS 활용 분산 웹 크롤러 구조

는 Fig. 2 와 같다. 이 구조는 클라이언트를 리하는 서

버(즉, Client Manager Server)와 AWS에서 동작하면서

실제 크롤링를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시드 URL을 리

하는 서버(즉, URL Manager Server)로 구성된다. Client

Manager Server는 시드 URL을 리하는 서버(URL

Manager Server)를 AWS 내의 클라이언트 에서 임의

로 결정하고, 시드 URL 목록의 URL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URL manager server와 클라이언트는 AWS에서

동작하고, Client Manager Server 는 일반 PC에서 동작

하도록 구성하 다. 실제 크롤링을 수행하는데 여하는

URL Manager Server와 클라이언트가 그 역할을 서로

바꿔가면서 동작하도록 구성하여 상 서버에 한 요청

경로를 분산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WS

활용 분산 웹 크롤링 구조와 동작 매커니즘은 상 서버

에 한 근이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집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드 URL 목록 수집에 한 차단을 회피할 수

있다. 한 지역 으로 분산되어 운 되는 AWS를 이용

하기 때문에 특정 클라이언트가 차단되어 발생하는 문제

에 좀 더 유연하게 처할 수 있다.

3.2 AWS 활용 분산 웹 크 러 동  식

Fig.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WS 활용분산 웹크롤러 동작 방식은다음과 같은 6단

계의 순환과정을 거친다: 1) 페이징 URL 수집 2) 시드

URL 리서버결정, 3) 시드 URL 수집, 4) 클라이언트에

시드 URL 할당, 5) 웹 데이터 수집 장, 6) Client

Manger Server 데이터수집 종료 확인이 순환과정은페

이징(paging) URL에 있는 시드 URL의 데이터가 모두

수집될 때까지 반복 으로 이루어진다.

Fig. 3. The Process of Distributed Web Crawler 

Using AWS

Fig. 2. The Structure of Distributed Web Crawler 

Using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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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첫 단계인 “페이징 URL 수집”은 웹 페이지에서

특정 검색어에 한 검색 결과를 규칙화하여 Client

Manager Server에 제공하 다. 먼 페이징 URL 목록

은 Client Manager Server가 결정한다. 일반 으로 시드

URL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눠 일정 크기로 검색결과

를 보여주는 페이징(paging) 기법을 사용한다. 웹 시스템

의 페이징 기법은 특정 라미터를 통해 특정 페이지에

근하는데, 페이징 URL(시드 URL 목록이 존재하는 페

이지의 URL), 검색할 키워드와 그 라미터, 페이징

라미터 정보, 총 페이지 개수만알면 코드로 규칙화할 수

있다.

페이징 URL 목록이 결정된 후, “URL 리 서버 결

정” 단계에서 Client Manager Server는 페이징URL에서

시드 URL을 수집하는 URL Manager Server와 실제 크

롤링을 수행하는 Client를 임의로 결정한다. Client

Manager Server는 만약 클라이언트가 페이징 URL 상

서버 는시드URL 상서버로부터차단될 경우 이서

버를 제외한 다른 서버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한다.

URL Manager Server와 실제 크롤링을 수행하는 Client

가 결정되면 크롤링을 시작하라는 메시지와 페이징 URL

을 송하고, 송된페이징 URL 내의 시드 URL의 데이

터가 모두 수집할 때까지 기한다. 모든 Client는 자신

이 URL Manager Server 될 것인지 실제 크롤링을 수행

할 Client가 될 것인지를 Client Manager Server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로 단한다.

“시드 URL 수집” 단계에서 URL Manager Server가

페이징 URL로부터 시드 URL을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 원격지에 있는 페이징 URL 웹 페이지를

싱(Parsing) 한다. 싱을 통해 HTTP 로토콜의 헤

더정보와 contents로 분류하여 HTML 문서로부터 원하

는 정보를 수집한다. HTML 문서는 DOM(Document

Object Model)으로 구조화 되어 있고,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사용되는 태그가 다르며, 일정한 규칙과 형식 안에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를추출하기 용이

하다.

“클라이언트에 시드 URL 할당” 단계에서 URL

Manager Server가 페이징 URL 웹 페이지로부터 시드

URL 목록을 추출하면, 시드 URL 목록의 수, M을 실제

크롤링을 수행할 클라이언트의 수, N으로나눠 동일하게

할당하고, 각 클라이언트로 할당된 시드 URL 목록을

송한다. 만약 URL Manager Server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차단 메시지를 수신하면, 해당 URL을 다른 클라이언트

에게 재할당한다. 시드 URL 목록의 데이터가 모두 수집

완료되면 URL Manager Server는 Client Manager

Server에게 그 결과를 송신한다.

“웹 데이터 수집 장” 단계에서, 크롤링을 수행할

클라이언트는 URL Manager Server로부터 수신한 시드

URL 목록의 웹페이지를 싱하여 수집하고자하는데이

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데이터는 다 사용자 환경을 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장한다. 이 때 장되는 데이터는 시드 URL과

그 내용이다. 이 게 시드 URL을 별도로 장하는 이유

는 시드 URL을 통해 데이터 복을 제거하기 함이다.

이후, 각 클라이언트가 할당 받은 URL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면, URL Manager Server에 수집 종료 메시지를

송신한다.

“Client Manger Server 데이터 수집 종료 확인” 단계

에서, URL Manager Server는 모든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집 종료 메시지를 수신하면 client manager server로

해당 페이징 URL 데이터 수집 종료 메시지를 송신한다.

Client Manager server 는데이터 수집종료 메시지를 수

신하면, 다음 페이지의 페이징 URL을결정한다. 모든 데

이터가 수집될 때까지 6단계과정이 반복 으로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웹에 존재하는 데이터

를 크롤링하 을 때 일반 웹 크롤링 방식 보다 약 배, 서

버 클라이언트 웹 크롤링 방식보다 약 배로 수집속도가

향상되었다.

Fig. 4. The Speed of Each Crawler

4. 가스 안전 슈 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WS를 활용한분산 웹크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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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구 하 다. CPU는 Intel Core 3.6GHz와

4GB RAM, 그리고 운 체계는 Window 7를 갖춘 PC를

Client Manager Server로 운 하 다. URL Manager

Server와클라이언트는 모두 AWS에서 동작하도록 구성

하 다. 한 수집된 데이터를 장하기 해 다 사용

자 환경을 지원하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다.

한편 시드 URL 목록은 국내 최 포털사이트인 N사

에서 제공하는 통합검색서비스의 뉴스 기사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통합검색서비스는 검색을 통해 검

색어와 유사한 결과를 블로그, SNS, 뉴스기사 등으로 나

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통합검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검증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시드 URL 목록을 따로수집하지 않아도 된다는장

이 있다. 기에 입력해야 하는 값인 시드 URL 목록이

존재하는 페이지의 URL(페이징 URL), 검색할 키워드와

그 라미터, 페이징 라미터 정보, 총 페이지개수는통

합검색서비스에서 검색된 결과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검색 서비스에 가스 안 이슈와

한 련이 있는 “가스 안 ” “가스 사고” 키워드

를 입력하여 추출된 뉴스기사를 상으로 2013년 1월부

터 2017년 12월까지 5년간 데이터를수집하 다. 이후 비

정형 데이터인 뉴스 기사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기

해 수집된 뉴스 데이터의 모든 문장에 해서 꼬꼬마 형

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하 다.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서 문

제 의 원인으로 지목된 띄어쓰기 오류에 덜 민감한 한

형태소 분석기로 기분석 사 을 이용한 인 조건 검

사 방식을 이용하고, 성능을 해 몇 가지의 휴리스틱

(Heuristic) 방법과 HMM(Hidden Markov Model)에 기

반한 확률 모델을 이용한다. “가스 안 ”과 “가스 사고”

에 한이슈를도출하기 해모든 뉴스 기사에 한형

태소 분석 후 추출된 형태소 명사에 한빈도를계산

하 다. 추출된 명사 가스 안 빈도수 상 20 는

Table 1에 , 가스 안 빈도수 상 20 는 Table 2에 각

각 나타나 있다.

가스 안 과 련된 핵심 키워드, ‘가스 안 ’과 ‘가스

사고’를 바탕으로 도출한 5년간의 이슈는 사고/발생,

방, 유지/ 리, 정부/정책, 그리고 상등 크게 다섯가지

로 분류할수 있다. ‘가스안 ’과 ‘가스 사고’ 각키워드에

한 다섯 가지 분류에 한 우선 순 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포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

스 안 /사고와 련된 뉴스를 토 로 도출된 이슈는 가

스 련 사고 발생에 한 경각심 제고, 방 활동과 유

지/ 리의 요성 부각, 정부 정책에 수립의 필요성제기,

그리고 상별 책 마련으로 이어지다는 에서 공통

이 있다.

‘가스 안 /사고’와 련하여 5년간의 뉴스 기사를 분

석을 통해 얻어낸 사고/발생과 련된 키워드는 ‘사고’,

Year
Rank

2013 2014 2015 2016 2017 All

1 enforcement enforcement enforcement industry enforcement accident

2 industry industry management management management occurrence

3 management management industry enforcement industry management

4 accident accident accident facilities construction industry

5 market market facilities market accident construction

6 occurrence occurrence occurrence government occurrence policy

7 expansion expansion information construction policy enforcement

8 cooperation cooperation connection guideline government facilities

9 facilities facilities business electricity support guideline

10 pursuit region construction planning market damage

11 ideal pursuit policy policy cooperation fire

12 policy ideal implementation individual planning confirmation

13 business policy market check business government

14 construction business check implementation facilities prevention

15 government construction education introduction pursuit protection

16 building government planning business target implementation

17 operation building guideline occurrence electricity check

18 target operation pursuit registration guideline target

19 implementation target cooperation accident protection planning

20 technology implementation expansion confirmation energy market

Table 1. Rank of Keyword Frequency based on ‘Ga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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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피해’, ‘화재’이며, 방과 련된 키워드는 ‘강화’,

‘안 ’, ‘ 방’, ‘보호’, ‘계획’이며, 유지/ 리와 련된 키워

드는 ‘ 리’, ‘실시’, ‘ 검’이며, 정부/정책과 련된 키워

드는 ‘정책’, ‘방침’, ‘정부’이며, 그리고 상 련 키워드

는 ‘산업’, ‘공사’, ‘시설’, ‘ 상’, ‘시장’, ‘개인’ 등으로 나타

났다.

가스안 과 련하여 다섯 가지 분류 요하지 않

은 것은 없다. 먼 가스 사고 발생에 해 설명하고, 이

를 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가스 안 과 필

요한 조치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스 사고를 방하

기 한 활동이다. 그리고 기존의 가스 련 시설의 안

을 확보하기 해 유지하고 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규정을 제정하여 가스 안 사고와 련된

정책을 포 으로 수립하는 활동도 병행되어 한다. 그

리고 시설, 산업, 개인, 시장 등 상별로 가스 안 을

한 활동도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통해 가스 안 을

확보하기 해 5가지 분류를 기 으로 가스 안 을 한

략이 수립되고, 체계 으로 운 되어야 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결   시사점

본논문에서는 일반 웹크롤러와 기존의 분산웹 크롤

러의 단 으로 제기되는 데이터 수집 상 서버로부터

크롤링이 차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AWS를 활용

한 분산 웹 크롤러를 제안하 다. 제안된 AWS 활용 분

산 웹 크롤러의 6단계 수행 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페이징 URL이 지정된 Client Manager Server를

통해 (2) AWS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들을 URL

Manager Server와 Client로 임의 지정한 후, (3) 지정된

URL Manager Server를 통해 시드 URL을 수집한다. 그

리고 (4) URL Manager Server가 클라이언트에 시드

URL을 할당하고, (5) 클라이언트는 할당된 시드 URL을

통해 웹 데이터를수집 장한 후, (6) 수집종료 메시

지를 URL Manager Server로 송신하면, URL Manager

Server는 Client Manager Server로 해당 페이징 URL에

한 수집 완료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 6단계 순환 과정

은 페이징 URL에 있는시드 URL의 데이터가 모두수집

될 때까지 반복 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6단계 순환 과정을 통해 가스 안 과 련된

핵심 키워드, ‘가스 안 ’과 ‘가스 사고’를 바탕으로 N포

털에서 5년간 뉴스기사를 수집하 다. 상 20 의 키워

드를 다섯 가지 분류, 즉 사고/발생, 방, 유지/ 리, 정

부/정책, 그리고 상 등으로 묶을 수 있었다. ‘가스 안 ’

과 ‘가스 사고’ 각 키워드에 한 다섯 가지 분류에 한

우선 순 에는 다소 차이가있지만, 분포비율에는 큰 차

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스 안 /사고와 련된 뉴스

Year
Rank

2013 2014 2015 2016 2017 All

1 occurrence safety occurrence safety safety occurrence

2 damage enforcement safety occurrence occurrence safety

3 safety industry industry enforcement management management

4 comprehensiveness management policy management enforcement industry

5 investigation market damage industry industry construction

6 police occurrence management construction construction policy

7 confirmation expansion fire facilities facilities enforcement

8 ideal cooperation confirmation guideline planning facilities

9 guideline facilities investigation policy fire guideline

10 government pursuit government damage prevention damage

11 industry ideal facilities implementation guideline fire

12 company policy construction fire policy government

13 protection construction protection prevention electricity prevention

14 firefighting government guideline government implementation protection

15 death building cooperation check protection implementation

16 explosion operation people protection government check

17 policy target pursuit individual market target

18 cause implementation target organization damage planning

19 leak technology registration market check market

20 check planning check education business individual

Table 2. Rank of Keyword Frequency based on ‘Gas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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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 로 도출된 이슈는 가스 련사고발생에 한 경

각심 제고, 방 활동과 유지/ 리의 요성 부각, 정부

정책에 수립의 필요성 제기, 그리고 상별 책 마련으

로 이어지다는 에서 공통 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술 시사 이 있다. 먼 ,

기존 크롤러의 데이터 수집 매커니즘이 DDoS 공격으로

오인되는 상 서버에 한요청 경로를AWS 활용분산

웹 크롤러는 물리 으로 분산 시킨다. 세계 으로 서

비스 지역을 분산시켜 운 되는 AWS를 이용하기 때문

에, 물리 분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로컬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기존 서버 클라이언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다.

한, AWS 활용 분산 웹 크롤러에는 특정 클라이언

트가차단될때 복구가 용이하다는장 이있다. 서버-클

라이언트 분산 웹 크롤러는 비용 인 문제로 인해 로컬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때문에, AP가 차단될 경우어떤 클

라이언트도 상 서버(targe server)에 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서버-클라이언트 분산 웹 크롤러가 차단당했

을 때 차단이 해제될 때까지 기상태(waiting state)에

빠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WS 활용 분산

웹 크롤러는 AWS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여러 클라이언트(client(s))가 차

단될지라도 나머지 클라이언트는 정상 으로 동작 하기

때문에, 상 서버로부터 모든 클라이언트가 차단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스 안 을 확보하기 해 5가지 분

류, 즉 사고/발생, 방, 유지/ 리, 정부/정책, 그리고

상 등을 기 으로가스 안 을 한 략이수립되고, 체

계 으로 운 되어야 함으로 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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