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었다. 전자 상거래는 주로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B2C의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

도록 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 간 연결의 기틀을 마련하며 
새로운 거래 유형 C2C 창출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러
한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역할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역할 또한 수행하며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가 되어갔다. 그 결과 소비자가 제품
을 구매하는 방법이 점점 다변화 되고, 더욱 저렴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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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각각의 중고 거래 사이트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 전체 표준화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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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전자 상거래를 통한 중고품 통합 거래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크롤러 시스템을 연구하고, 정의된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웹 환경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고 물품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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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the number of used trading sites supporting used trading increases, users want 
to search for a variety of information in real time. This new change has enabled a new type of C2C 
(Commerce to Commerce) transaction in the e-commerce base. However, since each used trading sit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it is difficult to standardize the whole. Therefore, in this paper, we studied 
a system that provides the transaction data used by the user in real time and provides the desired 
information quickly. In this paper, we researched the crawler system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trading system for used goods through Internet e-commerce, and made it possible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web environment desired by the user through the defined morpheme 
analyzer.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signed a system that provides information desired by users 
without accessing various used goods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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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
하는 구매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저
성장과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고품 경제
(Second-hand Economy)가 급성장하고 있다[1]. Fig. 
1.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 심리지수와 중고
거래 플랫폼의 매출 규모를 나타낸 표이다. 꺽은선 그래
프는 소비자 심리지수이며 오른쪽 지표를 참고해서 확인
한다. 주황색 막대그래프는 중고나라, 초록색 막대그래프
는 번개장터의 매출액이며 왼쪽 지표를 참고한다. 매출액
의 규모는 100만 달러 기준이며 소비자 심리지수는 크게 
감소를 하는 반면 중고거래 매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Consumer sentiment index and used market 
sales graph

중고 시장은 개인간 거래가 많이 시장 규모를 정확하
게 집계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 추산하는 규모
는 중고 시장의 대표적인 중고차 시장을 제외하고도 20
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며, 모바일 앱 론칭, 상품 검수와 같은 서
비스를 강화하면서 중고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
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추세로 인하
여 G마켓, 옥션과 같은 기존의 온라인 전자 상거래를 제
공하는 대형 플랫폼에서도 중고거래 시장을 겨냥한 서비
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GPS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 기
반의 중고 상품을 제공하는 당근마켓과 같이 많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다양한 중고
거래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상품이 서비스 별로 분산되
어 존재하는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잡았다. 대표적으로 
‘맥북 프로 2019’를 검색했을때 극단적으로 상품의 개수
가 1개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또한, 가격 
분포도도 서비스 별로 상품의 가격이 평균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고, 최대 3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웹 사이트에 모든 
중고거래 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
였다[2].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웹 서비스 구성을 위한 표준과 
관련 연구를 알아보고, 3장에서 국내.외 사례를 알아한
다. 4장에서는 중고 거래 통합플랫폼 시스템 설계도를 제
안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다른 중고거래 웹 서비

스에 상품을 크롤링해와 통합 플랫폼에서 조회 및 검색
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
만 하루 평균 6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해야하며, 소
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
하여 웹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구성하였으며, 파
이썬 언어를 이용하여 크롤러와 데이터 분석을 구현하였
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로는 json 타입을 지원하는 
mongodb를 이용하였다.

2.1 웹 시스템 구성
클라이언트 기반 웹 시스템의 구성 방법에서는 서버 

기반의 구조에서 사용한 톰캣과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엔진엑스와 같은 웹 서버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
해 저 사양의 서버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노드제이에서 
서버를 사용하였다[5]. 웹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오픈소스 프로그레시브 자
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한 종류인 뷰(Vue.js)를 사용
하였다. 뷰는 다른 Angular, Backbone, React 자바스
크립트 프레임워크보다 매우 작고 가벼우며 복잡도도 낮
다. 코어 라이브러리는 선언형 렌더링과 컴포넌트 구성에 
초점을 두며 기존 페이지에 임베드가 가능하다. 라우팅, 
상태관리, 빌드 도구화와 같이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에 필
요한 고급 기능들은 공식적으로 유지 보수되는 지원 라
이브러리와 패키지를 통해 제공된다[6]. 뷰(Vue.js)는 일
반적인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MVC(Model-View-Control) 패턴과 다르게 
MVVM(Model-View-ViewModel) 패턴을 사용한다. 
이 MVVM 패턴은 MVC 패턴의 변형으로 뷰(Vie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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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뷰(View)의 추상화는 
재사용할 수 있고 테스트하기 쉽다. 뷰(View)의 추상화
를 통해 응용프로그램 구조는 단순해지고, 이상적으로, 
시각 디자인과 표현 논리를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즉,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 역할처럼 데이터를 관리하
고 액션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Fig. 2는 뷰모델 
인스턴스가 처리하는 작업들이다.

Fig. 2. Flow Chart of View Model Instance

기존의 웹 페이지 개발 방식에서는 HTML 파일을 기
본으로 하여 자바스크립트를 HTML 파일에 포함시켜 사
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
리를 기본으로 실행시킨다. 이후 웹 페이지 생성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결합시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템플릿 파일에 존재하는 
HTML 데이터를 로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웹 페이
지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개별적 라이브러리의 추가 로
딩이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고, 템플릿 
파일의 변경만으로 웹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결합을 용이하

게 하고 하나의 틀 안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한다[7].

2.2 크롤링 구현
최근 빅데이터 관련 직종의 인기도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데이터 관련 직종과 업무가 생겨나
는데 대표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관리, 데이터 분석 서버 
관리,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개발, 리뷰 크롤러 
개발, 텍스트 분석, 웹 크롤러 개발, 크롤링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및 크롤링 개발 등의 업무를 있
다[8]. 본 연구에 필요한 중고 상품 데이터를 기업의 DB
에 접속하여 쉽게 명령어 한 줄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있는 계정 정보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이 그렇듯이 기업의 보안과 고객 정보 보호차원에서 기
업의 데이터는 보호 받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9].

2.3 데이터 분석 구현
중고거래 상품들은 모두 개개인 소비자들의 위주의 게

시글이라 모두 비정형 텍스트다. 이 텍스트를 전처리 하
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한글로 작성
된 게시글에서 기술 개체 식별을 위해서는 교착어의 특
징을 갖는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
시간 서비스에 알맞은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 상품에 적용 가능한 한국어 형태
소 분석기(OKT, MeCab, Komoran, KKma)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고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그림 4에 있다. 좌
측에 시간은 초단위로 진행을 했다[10]. Fig. 3은 형태소 
분석기 성능 비교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Morphological Analyzer Performance Comparis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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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하나의 중고 상품 게시글에 대하여 평균적인 
라이브러리 로딩시간과 처리시간을 표시하였다. X축은 
각각의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이며, y축은 품사 태깅 
시간 및 라이브러리 로딩 시간이다[11].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사용
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시스템으로 처리속도가 가장 중요
했다. 평가 분석한 형태소 분석기들의 성능을 비교 평가
한 결과 MeCab 분석기가 압도적으로 빠른 처리속도를 
보여주었으며 추출된 색인어를 비교한 결과 분석기들 간
에 비슷한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른 형
태소 분석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 
또는 고유명사가 포함된 문장 등은 제대로 분석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Fig. 4는 Mecab 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Fig. 4. MeCab Analysis Results

연구에서 원하는 데이터는 ‘맥북에어’ 라는 데이터지
만 한국어 문법 특성때문에 ‘-에’ 단어와 ‘-어’ 단어가 각
각 부사격 조사와 동사로 분류되고 있다. 대부분의 검색 
엔진과 알고리즘에는 Mecab이 적합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중고 상품 데이터 조회 및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아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보완하였다.

3. 국내.외 사례
3.1 국내 사례

* 중고나라 : 총 누적 21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써 지난 2015년까진 자체 플
랫폼을 가지지 않고 네이버라는 국내 최대 포털의 카페 서
비스를 활용하여 운영해 왔다. 자체 앱을 개발하여 플랫폼 
간의 상품 공유를 통해 사용자를 앱으로 유입시켰다.

* 당근마켓 : ‘당신 근처의 중고 직거래 마켓’이라는 정

체성을 갖고 2015년 출시하였다. 이전까지의 중고거래 
플랫폼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을 둔 서비스이
다. 사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등록하면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나와 : 2000년 디지털 카메라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작하여 이후 컴퓨터 부품 시세 정
보도 함께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백색가전외에 자
동차, 중고 제품 등도 함께 제공한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
용하는 오픈 마켓의 시세를 모두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
용자들이 물품구매전 가격 파악에 용이하다.

3.2 국외사례
* Craigslist : 중고물품 뿐만 아니라 집과 구인광고 

등도 올라오는 사이트로써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서 첫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0년 다른 미국도시들로 
확장, 현재는 50개 국가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지역
을 선택하고 물품을 검색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찾
는 방식이다.

* 아마존 : 구매자로부터 반품된 like-new, open-box, 
pre-owned 상품들을 할인하여 재판매하는 아마존의 서비
스로써 아마존이라는 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중고 상품이다보니 소비자는 좀 더 신뢰를 갖고 구매할 
수 있다.

* 이베이 :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C2C와 B2C 판매
를 중개한다. 경매 방식의 판매와 즉시 구매 형식의 판매 
방식을 제공한다. 구매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판매자만 
일정 개수 이상의 물품을 판매할 때 수수료를 부과한다.

4. 시스템 설계
Fig. 5는 우리 프로젝트 기획의 1단계 시스템 구성도

를 나타낸 것이다. 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크롤러 봇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호출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 확인하고 유효하
지 않은 데이터를 제외하고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카테고리에 해당하게 되면 
각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데
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크롤로 봇은 1분 간격으로 각 사이트를 크롤링 하며, 
이전에 기록된 게시글 이후부터 가장 최신 게시글을 가
져온다. 하나의 크롤러 봇은 하나의 사이트를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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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신글 인지를 판별하여 이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크롤링된 모든 글을 데이터 처리과정으로 전달하지 않고 
1차적으로 유효한 데이터인지를 검증한다.

Fig. 6. Portal System Flow Diagram.

Fig. 6은 포털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웹에
서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 중 
일부는 생산 데이터로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제공된다.

Fig. 7은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수집
된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과정을 거쳐 무의미한 데이터와 
의미 데이터로 분류되어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다. 1차
적으로 필터링된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것을 걸러냅니다. 글의 제목, 본문과 카테고리 

분류를 위해 데이터 셋의 일치를 통해 각각에 맞는 카테
고리에 분류하게 된다. 각 카테고리마다 필요로 하는 세
부 옵션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14]. 사용자는 카테고
리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옵션에 맞는 데이터를 검
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요 옵션을 추출하는 과정을 필
요로 한다. 카테고리 분류, 가격과 세부 옵션을 추출한 글
은 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해 알게된 정보와 원시 데이터
를 모두 MongoDB에 저장한다. MongoDB는 RDBMS
의 table이 아니라 collection 단위로 JSON형태의 
document를 저장한다[15]. 이와 별개로 유저 정보를 관
리하는 DB를 두어야 하므로 이는 RDBMS인 MySQL을 
사용한다. REST API 서버 작성을 위해 Node.js를 이용
하였다[9, 10]. 이 시스템에선 단순히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저비용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직접적인 판매글 작성은 제
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서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
는 작업은 게시글 목록을 read하는 행위이고, 주로 
JSON형식의 데이터를 다룬다. 웹 프론트 부분은 vue.js
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16]. 사용자는 자신이 찾고자 하
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원하는 스펙과 가격대
를 선택함으로써 세세한 옵션을 검색할 수 있게 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거래를 통한 통합 중고

거래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크롤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를 정의하여 웹 환경에서 사용자들
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중고거래 크롤링 API는 추후 시스템 구축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이러한 시스템 
설계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Fig. 5. System Structure Diagram

Fig. 7. Data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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