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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여행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웹에서 자동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을 개발한다. 정보 제공에 필요한 여행기 문서의 수집, 처리 및 정보 가공의 자동화를 추

구하며, 이를 통해 최신의 여행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제공할 

정보는 웹에서 주기적으로 수집하며,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갱신, 사용자에게 항상 최신

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날씨 등 여행에 필요한 부가 정보들을 제공, 사용자가 본 서비

스만을 이용하여 여행 준비를 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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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Python 

여행기 문서의 수집을 담당하는 모듈은 Python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Python은 다양

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 라이브러리가 대단히 많다. 이를 활용하여 수집 모듈

을 작성하였다. 코드 작성에 사용된 공개 라이브러리들을 간단히 소개한다 

 

1. BeautifulSoup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다양한 Mark-up language(HTML, XML 등)를 손쉽

게 제어할 수 있다. 수집 모듈에서 BeautifulSoup은 URL과 태그를 추적하여 은닉되어 있

는 여행기 HTML문서를 찾고, 그 HTML문서 상에서 실제 텍스트가 위치하는 부분(태그)

을 파악하여 HTML 문서를 수집한 다음 plain text로 변환시켜 준다. 

 

2. MySQLdb 

MySQLdb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DBMS인 MySQL을 Python에서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

는 라이브러리이다. 수집 모듈에서는 문서의 중복 검색을 방지하기 위한 URL 검사, 수집 

후 실제 DB에 등록하는 기능을 MySQLdb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2.1.2  액션스크립트 3.0 

플래시 내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팅 언어. 플래시 내의 여러 가지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

을 제어하는 명령어를 액션이라 하고, 액션들이 조합하여 만든 코드가 액션스크립트를 

구성한다. 애니메이션 제작과 상호 작용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며, 

플래시 플레이어로 액션스크립트를 해석하여 재생한다. 액션스크립트 2.0과 달리 java형

식으로 코드가 디자인되어 있다. 

 

2.1.3  mySQL 

표준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인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사용하는 개방 소스

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 매우 빠르고, 유연하며, 사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다중 사용자, 다중 쓰레드를 지원하고, C, C++, Eiffel, 자바, 펄, PHP, 

Python 스크립트 등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 

 

2.1.4  asSQL 

액션스크립트SQL을 말하며 액션스크립트내에서 mySQL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한다. c언어에서 라이브러리처럼 Flash builder에서 swc라는 파일을 추가해주어 SQL문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Travel Information Service with crawler/text-mining technique 

팀 명 NLP 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2-MAY-3 

 

캡스톤 디자인 Ⅱ Page 6 of 24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http://code.google.com/p/assql/ 을 통해서 파일을 받아 사

용할 수 있다. 

 

2.1.5  Flash CS5 

애니메이션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저작 환경이다. 태블릿, 스

마트폰,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데스크탑에서 일관되게 표시되는 매력적이고 인터랙티

브한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해준다. swf파일이나 fla파일을 생성해주어 Flash builder

에서 사용할 수 있다.  

 

2.1.6  Boost 

C++ 개발자 커뮤니티 Boost에서 공개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로 현재 버전은 선형대수, 

의사난수, 멀티스레딩, 영상처리, 정규표현, 유닛테스트 등의 8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2.1.7  MarkUp 

C++ 개발자 커뮤니티 Firstobject에서 공개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로 XML 파싱 및 생

성을 제공한다. 

 

2.1.8  Mysql 라이브러리 

Mysql 제작사에서 공개한 라이브러리로 C++에서 Mysql과의 연동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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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수집모듈 

1. API 쿼리문 작성 

특정 지역의 여행기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색 API에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쿼리문을 작

성한다. 쿼리문은 검색API에게 특정 지역의 여행기를 한 번에 100개를 보내도록 요청한

다. 검색 대상은 블로그이며, 함수의 두 번째 패러미터는 검색 결과의 몇 번째 페이지를 

보여줄지 결정한다. 

 

 
createURL() 함수를 이용하여 쿼리문을 작성하는 예제 화면. 

 

2. API로부터 URL목록 받아오기 

쿼리문을 API에 전달하여 그 결과를 자료구조에 저장한다. 저장하기 전 DB와 대조하여 

존재하는 URL일 경우 저장하지 않는다. 

 

 
getURLListfromAPI() 함수를 이용하여, URL목록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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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 등록한 다음 getURLListfromAPI() 함수를 다시 호출하면 

중복된 URL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 

 

3. URL목록으로부터 HTML문서 수집하기 

URL목록으로부터 HTML문서를 수집한다. 수집한 문서는 DB 트랜잭션으로 작성이 된다. 

 

 
collectHTMLfromURLList() 함수를 이용하여 여행기 문서를 수집 

 

4. DB에 등록 

collectHTMLfromURLList()함수가 수행되면서 쌓인 삽입 트랜잭션을 commit명령을 통하

여 DB에 등록한다. DB에 등록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모듈은 수집 트래픽 관리를 위하여 

한시간동안 대기한다. 

 

 
DB에 등록이 완료된 후 여행기 문서 테이블 

Text는 UTF-8로 encode되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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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UI부분 

1. 지도 플래시 검색 

사용자가 여행지역을 검색 할 때 기존 여러 사이트에 있는 하이퍼링크로 검색되는 것을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 지도 플래시를 추가해 검색할 수 있게 한다.  

1차보고서에서 버튼으로 제주도 지역을 검색했던 것과 달리 지도 플래시를 통해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의 위치를 클릭해서 원하는 지역의 장소 순위를 얻을 수 있다 

 

  
처음 지도 플래시 상태 마우스 오버가 되어 지역이 위로 나타나는 상태 

  

 
지역을 클릭했을 때 지도가 나타나는 상태 

 

플래시 CS5를 통해서 지도 플래시를 만들어야 하나 디자인 실력이 부족해 웹에 있는 지

도 플래시 중 필요한 정보를 fla파일로 받아서 사용한다. fla파일을 flash builder를 이용

해 사용하려면 액션스크립트 3.0의 형태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웹에 있는 지도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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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액션스크립트 2.0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fla파일을 CS5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야한다.  

지도가 각각 지역별로 나눠져있는 상태에서 각각에 마우스가 오버되었을 경우 지역이 색

이 변경되면서 위로 올라오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이름을 나타내주어 지역의 이름을 알 

수가 있다. 마우스 오버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지도 API가 실행되면서 1차보고서에 처

럼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확대가 이루어진다. Flash builder에서 지도플래시를 임포

트시켜서 페이지가 실행되면 onLoaderComplete()함수가 실행되면서 페이지에서 지도플

래시를 이용할 수 있다. 지도에서 지역을 클릭하면 fnClick()함수가 실행되면서 1차보고

서에서 처음에 보여줬던 버튼이나 표 지도 등이 나타난다.  

 

2. 장소 텍스트 표현 

1차보고서에서 장소가 지도에 나타나고 그에 대한 텍스트가 표를 통해서 나타났다. 처음 

지역에 대한 장소만 나타냈던 것과 달리 2차에서는 장소에 대한 장소를 나타내었다. 

 

  
처음 전체 장소에 대한 표시 장소를 클릭했을 때 장소에 대한 장소 표시 

 

 
장소에 대한 장소를 나타낼 때 같이 표 정보 또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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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서 표로만 나타냈던 정보를 아코디언 형식으로 나타내어 처음 장소정보와 장소에 

대한 장소정보를 나타내주었다. 

 

 

 
초기 장소 표상태 장소 아코디언 표 상태 

  

장소에 대한 장소 아코디언 상태 한 탭을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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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지역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지역장소에서 나타내준다. 장소에 대해 검색을 했을 때 

장소관광지로 표가 전환하여 장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준다. 

장소를 클릭하면 onMarkerClickHandler()함수에서 아코디언 창을 통해서 지역 장소 탭에

서 자동으로 장소 관광지 탭으로 전환해준다. 이때 아코디언에 duration을 주어 슬라이

드 형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3. 표에서 글씨 클릭 시 위치 검색 

장소위치로의 전환이 어려웠던 것과 달리 아코디언 표를 통해서 장소 위치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표 아코디언에서 텍스트 클릭 

 
위치로 지도가 이동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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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장소를 클릭하면 itemClickEventHandler()함수를 통해서 장소위치로의 이동이 이

루어 진다.  

 

2.2.3  DB구조  

전체적인 DB의 구조를 정의했다. 

각 문서테이블, 지역테이블, 장소테이블, 방문테이블이 있으며 추가로 탐색테이블을 추가

해주었다. 

문서테이블은 크롤러를 통해서 가져온 여행기를 문서테이블에 URL과 text를 저장해둔다. 

Text는 유니코드로 인코딩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1시간마다 갱신해서 문서를 추가해준다. 

 

 
DB에 저장되는 문서 테이블 상태 

 

지역 테이블은 관리자가 직접 입력해서 각각의 지역의 코드명을 적어둔 상태이다. 

 

 
지역번호와 지역이름이 정의 되어 있는 지역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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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테이블은 여행기에서 나온 장소를 API를 통해서 나온 경도 위도 좌표를 가지고 지역

번호와 함께 저장해둔 테이블이다. 여러 여행기에서 나온 장소들을 보여준다. 

 

 
각 장소의 번호와 지역번호와 위도 경도를 나타내고 있는 장소 테이블 

 

방문 테이블은 각 여행기에서 나온 장소들이 나왔는지를 문서번호 별로 나타내주는 테이

블이다. 문서 번호와 장소번호 지역번호를 통해서 나타낸다. 

 

 
각 문서의 번호와 문서안에 있는 장소의 번호 지역번호를 가지고 있는 방문 테이블 

 

탐색테이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나온 장소 관련 단어들을 먼저 탐색테이블을 통해 

검색을 시도하게 해 API검색횟수를 줄이고 더 빠른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테이블

이다. placeNo가 0이면 검색이 안되는 장소가 아닌 단어 0이 아닌 수는 장소이면서 이

미 장소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장소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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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추출후에 검색된 단어들을 모아 둔 탐색 테이블 

  

2.2.4  형태소 분석기와 DB연동 

기존에 따로 동작했던 형태소 분석기와 DB를 연동해 형태소 분석기를 거쳐서 온 장소 

관련 정보들을 DB에 자동으로 저장해주었다. 

크롤러를 통해서 가져온 여행기가 DB에 저장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1차와 같은 방

식으로 한 문서씩 형태소분석기를 통해서 장소로 추정되는 단어들을 1차로 추출한다. 1

차와 달리 이번에는 더 나아가 네이버 지역 API를 통해서 각각의 단어들을 검색을 한다. 

사전으로 걸러낸 단어들을 먼저 탐색 테이블을 만들어서 탐색 테이블에 있는지를 검사한

다. 탐색 테이블에 있으면 넣지 않고 없으면 추가해준다. 있는 경우에는 이미 API검사를 

한 경우이다. 테이블에 placeNo가 0이면 API에도 없는 장소와 무관한 단어이므로 아무

런 동작을 안한다. 반면 0이 아닌 장소번호가 있으면 검색 API를 통해 이미 검색된 장소

로 판단된다. 탐색 테이블에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탐색 테이블에 단어를 추가한다. 지

역 API를 통해 검색을 시도한 후 검색이 되는 경우에는 위도와 경도 값을 가져오고 탐색 

테이블의 placeNo를 장소번호로 바꾼다. 검색이 되지 않으면 탐색 테이블의 placeNo를 

0으로 바꿔준다. 지역 API에서는 장소이름을 통해서 검색한 후 검색이 되는 경우에 지역 

테이블에 있는 지역이름을 가지고 같은 지역의 장소의 위도 경도 정보를 가져와 장소테

이블에 저장한다. 장소 테이블과 함께 방문 테이블에도 장소를 저장해주어 검색 시 결과

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여러 여행기를 통해 해주어서 이를 DB에 저장해 둔다. 

또한 이를 시간간격으로 해서 계속적인 새로운 정보를 갱신시켜준다. 이를 통해 장소 테

이블과 방문 테이블이 채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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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남산 

남건이 

… 

탐색 테이블에서 

장소 검색 

API검색 

DB의 방문  

테이블 추가 장소테이블 

검색 

탐색 테이블 

placeNo 0 

DB의 방문 테이블 

장소 테이블 추가 DB의 방문 테이블 

추가 

DB의 문서 테이블 

 

여러 여행기 문서 

형태소 분석기 

placeNo  

검사 0인가? 

추출된 1차 단어들 

검색이 

된다. 

검색이 

안 된다. 

검색이 

된다. 
검색이 

안 된다. 

탐색 테이블 추가 

0이  

아니다. 

0이다. 

검색이 

된다. 
검색이 

안 된다. 

무시 

탐색 테이블  

placeNo 장소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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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출을 통한 DB에 넣는 작업 

 

 
탐색 테이블을 통해 이미 있는 것들은 다시 검색하지 않아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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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_place()의 depth가 0일 때 함수 시작할 때 open_mysql() 함수로 mysql과 연동을 시

키고, documentno와 localno를 설정한 후, 함수가 끝날 때 close_mysql() 함수로 mysql

과의 연동을 끝낸다. 

get_place()와 get_place_word() 함수 내에서 장소로 추측되는 단어가 얻어질 때마다 그 

단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결과를 DB에 저장하기 위하여 search_word()함수를 

불러온다.  

search_word()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소로 추측되는 단어가 이전에 검색한 적이 있는 단어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search_mysql_word()함수를 사용하고, 결과로 placeno를 반환받는

다. search_word()에서의 결과로 이전에 검색했었고 장소 결과가 있다면 바로 input_visit() 

함수를 사용하여 mysql visit 테이블을 채워넣는다. 검색한 적이 없는 단어일 경우는 

search_api() 함수를 사용하여 검색api를 사용하여 장소번호를 가져오고 그 장소번호를 사

용하여 input_visit()를 수행한다. 

search_mysql_word()에서는 입력된 단어와 전역변수로 선언된 지역번호를 이용하여 이전

에 검색했었던 가를 확인하기 위한 mysql 쿼리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그 결과로 검색했던 

단어이고 장소가 존재한다면 그 해당 장소의 placeno를 반환하고, 검색은 했었으나 그 결

과가 없는 경우에는 0을 반환하고, 검색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1을 반환한다. 

input_visit()에서는 입력받은 장소번호와, 전역변수인 문서번호를 이용하여 visit 테이블을 

채워넣는다. 

search_api()에서는 makequery() 함수를 이용 입력단어를 검색api 쿼리에 맞는 형태로 변

환시켜주고 boost를 이용하여 네이버api를 검색하여 그 검색결과로 xml로 받아와 저장하

고, 그 저장된 xml을 파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mysql에 저장하고 장소번호를 가져오기 

위해 parsing_xml()을 사용한다. 

makequery()는 api에 사용하는 한글형태로 변경 한 뒤에 ‘%’를 붙여 결과적으로 검색 쿼

리에 사용하는 형태로 반환한다. 

parsing_xml()에서는 search_api()에서 가져온 xml을 파싱하는데 장소를 찾는 방법은 xml

의 address 태그에서 지역을 얻어내 현재 기행문 연관 지역의 이름과 비교하여 그 이름

이 같으면 그 장소를 검색된 장소로 인식하게 되고 input_place() 함수를 사용하여 검색된 

장소명을 DB에 추가하고 placeno를 가져온다. 그리고, 가져온 placeno와 검색했던 스트

링을 input_search()를 이용하여 DB에 저장한다. 

input_place()에서는 입력된 장소명이 DB의 place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검사해서 존재하

는 경우는 해당 placeno를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정보를 DB에 넣고, 그 정보

의 placeno를 반환한다. 

  

2.2.5  DB와 클라이언트 연동 

DB에 저장되어 있는 여행기 정보들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기 위해 DB에 저장되어 있

는 정보를 가져와서 이용해야 한다. Flash builder를 통해서 sql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assql이라는 swc파일을 임포트 시켜야한다. code.google.com/p/assql/ 를 통해서 파일을 

받아 임포트한다. 

페이지가 열릴 때 onCreationComplete()함수가 실행하면서 DB와 접속을 한다. 접속이 이

루어진 후에 eventClick()함수를 통해서 지역이 검색된 후에 각 지역이 클릭했을 때에 DB

에서 지정한 지역 코드로 검색을 실시한다. SQL문을 작성해서 DB의 place테이블과 visit

테이블을 조인해서 여행기에서 많이 나온 순서대로 장소를 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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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한 테이블의 정보를 dataAC변수에 저장해둔다. 

fetchData()함수를 통해서 아코디언 표에 텍스트를 표시해 주고 화면에 정보를 표시해준

다. 

 

 
MySQL을 통해서 장소 테이블과 방문 테이블을 조인한 상태 

 

 

 

 

 

 

 

 

 

 

 

 

 

 

 

 

 

 

 
임시로 만든 테이블 지역코드로 검색을 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준다. 

지도에서 지역 클릭 지역 코드 변환 

쿼리에 대한 결과를 가져옴 Mysql에 쿼리 전송 

지역코드, 장소T, 방문T 이용 

지역에 따른 장소의 방문 회수를 기준

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쿼리 생성 

가져온 결과대로 화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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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UTF-8 문서의 변환 

크롤러 수행 결과 DB 에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정보가 UTF-8 형태이고, 텍스트 분석 및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는 euc-kr 형태이므로 중간에 변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텍스트 정보를 가져온 후 변환하는 과정을 추가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강승식 교수님의 한글공학-정보검색 연구실의 한글코드 변환 관련 

라이브러리를 베이스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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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 지역 테이블의 내용변환 

API 검색 결과와 지역 테이블내의 지역 이름과의 일치 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로 인해 

지역이름을 검색 API에 맞게 수정해주었다. 

 

No Name   No Name 

1 서울   1 서울특별시 

2 경기   2 경기도 

3 인천   3 인천광역시 

4 충청북도   4 충청북도 

5 충청남도   5 충청남도 

6 대전   6 대전광역시 

7 전라남도   7 전라남도 

8 전라북도   8 전라북도 

9 광주   9 광주광역시 

10 강원   10 강원도 

11 경상북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2 경상남도 

13 대구   13 대구광역시 

14 부산   14 부산광역시 

15 울산   15 울산광역시 

16 제주   16 제주특별자치도 

 

2. 수집 모듈 

l initDB() 함수 추가 

n mySQL DB 접속 함수 

l getURLListfromAPI() 

n URL 리스트에 추가하기 전 DB와 대조, 중복되지 않는 값만 리스트에 추가하

도록 변경 

l collectHTMLfromURLList() 

n 리스트에 추가하는 대신 DB 트랜잭션 작성, 루프 종료 후 모인 트랜잭션을 

commit하도록 변경 

l collectHTML() 

n 리턴할 텍스트를 UTF-8로 인코딩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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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ollect() 함수 추가 

n 문서 수집 자동화 구현 : 1시간마다 수집 작업 실행 

l 각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변경 

n 텍스트 출력 시간을 포함 

l 문제 : 트랜잭션 - 수집 모듈이 트랜잭션을 작성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모듈에서 

DB 사용이 불가능 

 

3. DB 탐색 테이블을 추가 

API검색을 최소화 하기 위해 테이블을 추가해 API호출을 줄였다. 

 

 

4. 형태소 분석기와 DB추가부분의 결합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나온 장소들을 검색 API를 통해 검색을 하여 DB에 추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기능을 합쳤다. 

 

5. DB추가 부분을 Flash builder->C++로 변환 

형태소 분석기가 C를 통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기와 DB추가 부분의 결합을 했

기 때문에 손쉬운 작업을 위해 C++로 바꿔서 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Flash builder를 이용해서 나타냈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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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을 위해 C++로 다시 짠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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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1. 수집 모듈 

- 수집 모듈의 콘솔 프로그램화 

- 수집 텍스트의 쓰레기값 처리 : 문서 앞 뒤에 쓰레기값이 같이 수집되는 문제 

- 다양한 소스의 텍스트 수집 구현 : 현재는 네이버 블로그만 수집 

- DB트랜잭션 처리 : 접속이 겹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집 모듈과 문서 

처리 모듈에 DB접속을 체크하는 코드를 추가해야 함 

- 로그 파일 작성 기능 추가 

 

2. 형태소 분석기 & DB 

- 아직 추출된 장소정보가 부정확한 점이 있어 여행기의 경우에 장소관련 단어들은 여러 

번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여행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카운트해서 이를 

가지고 적게 나온 장소의 경우에는 버리는 형식의 tf-idf 를 생각해본다. 

- 장소에 대해 장소를 검색했을 경우에 나오는 정보에 대한 SQL 문의 구현이 필요하다. 

- 위도 경도뿐 아니라 장소에 대한 짤막한 정보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 시간단위로 계속적으로 돌려 DB 를 갱신 시킨다. 

 

3. UI 

-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장소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DB 에서 저장해 가져오도록 한다. 

- 여러 디자인 정리 

 

4. 문서 분류 

- 현재는 지역 여행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문서를 가져올 때 이미 지역이 

정해졌지만 국내여행기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 여행기들을 지역별로 구분을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