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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빅데이터(Big-data)가 IT 뉴스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 도
출 또는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말한다. 세
계 각국의 정부와 주요 민간 기업들은 빅데이터가 새로
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빅데이터
를 활용한 시장 동향, 신산업 발굴 등 경제적 가치 사례 
및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1].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활용
되는 데이터로는 뉴스, 블로그, 카페, SNS, 논문, 특허 그
리고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 특히, 논문과 특허 외
에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는 웹 데이터
의 활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에너지부는 
웹 기사, 과학문헌 그리고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태양
광발전 시장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슈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을 개발해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을 절감했다[2]. 또한, 빅
데이터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산되고 웹 데이
터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웹 데이터
는 재난대응 미디어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3‧11 도후쿠 일본대지진 후 유·무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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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불통된 상황에서 SNS는 특유의 점강효과
(Crescendo Effect)를 보이며, 지진에 관한 살아있는 정
보들을 실시간으로 세계 각지로 전파하는 ‘보완미디어’로
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3년 SNS 분
석을 통해 만든 ‘재난지도’가 태풍 하이옌(Haiyan) 피해
를 본 필리핀에서 유엔 구호팀의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2016년 국내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차바’의 경우, 피해지역 시민들의 SNS가 기상청의 
발표보다 빠르고 정확하였다.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데이터 간 관계를 
기반으로 연결시킨 자료구조를 의미하고, 네트워크 구조
를 분석하면 밝혀지지 않은 데이터 간 특성 및 패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은 네트
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면서 방대한 양의 네트워크 데이터가 생성
되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상품 광
고, 핵심 유전자 발굴, 신약 재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네트워크 분석 기술이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네트워크 데이
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웹에서 제공하는 뉴스와 SNS 데이터를 
이용해 수난 발생 및 규모 예측을 지원하는 웹 크롤러 
및 네트워크 분석기술을 제안한다.

Ⅱ. 제안하는 웹 크롤러 및 네트워크 분석기술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
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웹 크롤러를 통
해 NAVER, DAUM의 뉴스 세션과 Twitter, Instagra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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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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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원천 데이터는 네트워크 형태이며, 최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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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네트워크 분석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에서 제공하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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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난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웹 데이터를 정해
진 기간 설정을 통해서 또는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그리고 수집된 웹 데이터에서 분석에 활용
되는 정보만을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수난 발
생 및 규모 예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출된 정보들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 그림 1. 제안 시스템 개념도

1. 제안하는 웹 크롤러

  웹 크롤러는 웹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웹 문서를 수집 후, 수집한 웹 문서로부터 특정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을 말하며, Web Crawler, Web Scraping, 
Web Harvesting 또는 Web Data Extraction이라 불린다
[4]. 구글에서 검색된 웹 문서를 보면, 보이는 정보가 복
잡해졌다. 검색된 결과만을 보려한다면 크게 불편한 점
을 느끼지 못하지만, 검색된 결과에서 특정 정보만을 추
출할 때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CNN 사이트에서 
게시된 2013년도 전체 기사의 제목, 게시일, 작성자, 본
문만을 수작업으로 추출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산되고 웹 데이터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웹 크롤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림 2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웹 크롤러를 보여준다.     

▶▶ 그림 2. 제안 웹 크롤러 화면

  제안하는 웹 크롤러는 NAVER, DAUM, Twitter 그
리고 Instagram에서 웹 데이터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URL을 활용해, 사용자가 관심 갖는 키워드, 날짜를 
포함한 웹 데이터를 수집한다. 일례로, NAVER의 경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

{수집 키워드}&sm=tab_opt&sort=0&photo=0&field=0&report
er_article=&pd=3&ds={시작날짜}&de={종료날짜}&docid=&n
so=so%3Ar%2Cp%3Afrom{시작날짜}to{종료날짜} 
%2Ca%3Aall&mynews=0&mson=0&refresh_start={결과 
방문 페이지 번호}&related=0 형태의 URL을 활용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웹 크롤러는 수집된 웹 데이터로부터 
기사 출처 및 작성자, 기사 제목, 기사 게시일, 기사 본
문, 기사 웹 데이터 URL, 웹 데이터 내 포함된 수난 키워
드 및 지역명(시도, 시군구) 정보를 추출해 RDB에 저장
한다. 특히, 수난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
바에서 제공하는 regular expression[5]을 활용해 positive
와 negative 패턴을 만들어 추출에 활용했다. 일례로, 댐 
또는 강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positive 패턴으로 연예인 
또는 영화배우 단어가 포함된 것은 negative 패턴으로 활
용했다. 또한, 추출된 정보들에 대한 수난 키워드, 지역
명, 날짜를 기반으로 웹 데이터 건수에 대한 통계 정보를 
그래프로 가시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2. 제안하는 네트워크 분석도구

  제안하는 네트워크 분석도구는 추출된 정보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 후, 네트워크 군집화와 가시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3과 같이 제안하는 네트워크 분석도구는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시작으로 연관된 키워드를 확
장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가시화한다. 일례로, 수난 관
련 키워드를 시작으로 한다면, 수난 관련 키워드-지역-연-
월-일-URL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웹 데이터의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태풍보다 홍수가 관련 웹 데이터가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청주는 홍수를 포함한 웹 데
이터 건수만을 나타내며, 부산과 서울은 홍수와 태풍을 
포함한 웹 데이터 건수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
은 추출된 정보들에 대한 다차원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
를 얻을 수 있다. 

▶▶ 그림 3. 제안 네트워크 분석도구 개념도(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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