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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행정보 사이트의 예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대한 장소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사이트의 여행정보는 미리 가공된 정보를 DB에 저장해 놓은 후에 

그 정보를 사용자가 원할 경우 보여주는 식이다. 이는 여행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는 사이트에

서 가공한 정보를 보여주며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의로 갱신한 사이트의 정보를 보게 되어서 아쉽다는 점이 있

다. 또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온 장소에 대한 정보도 별점 추천제와 같은 점수로 계

산하기 때문에 쉽게 변형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써 놓은 여행기에 대해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면 변형이 

어렵고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

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여행기라는 문서를 분석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시

스템을 구현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웹에 있는 사람들이 써 놓은 여행기를 통해서 각 문서마다 다녀온 장소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형식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갱신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처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사용자는 원하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는 웹 모듈과 문서를 수집하여 정보를 가공하는 수집/가공 

모듈, 처리된 정보 및 기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나누어진다. 

웹 모듈은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을 위한 http 서버와 php 페이지 처리를 위한 php 모듈, 실

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며 데이터 베이스와 통신을 담당하게 될 웹 페이지로 구성된다.  

수집/가공 모듈은 검색API 핸들러와 웹 크롤러를 이용하여 문서 수집을 처리한다. 문서 가공

은 형태소 분석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 모듈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출력 

모듈은 가공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맞은 형식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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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여러 여행기를 가지고 각 문서마다 다녀온 장소를 

추출하여 각 문서마다 나온 장소를 가지고 사이트에서 지역을 검색한 사람에게 그 지역의 

여행기에서 장소를 순위별로 보여주어 사용자에게 다른 여행사이트와 달리 여행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차별화된 목표가 있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추진 배경 

주 5일제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에게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블로그의 인기로 인해 자신이 한 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 프로젝트는 시작이 됐다.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가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

행정보 사이트를 검색하게 되고 여행 사이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 지게 되었다. 아

래는 여러 여행정보 사이트 중 대표적인 여행사이트의 예시이다. 

 

 

 
    <네이버 여행 정보 사이트 – 윙버스>                <다음 여행 정보 사이트> 

 

이런 여행정보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여행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여행을 쉽고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게 된다. 또 다녀온 여행정보를 자신의 블로그에 여행 기행문 등을 적어 많

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여행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려 할 때 각 여행 사이트는 자신의 사이트

에서 가공한 정보만을 DB에 저장해 두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연결

고리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단순한 별점과 같은 기능으로 순위를 나열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실제 여행기를 가지고 정보를 가공한다면 

다녀온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쉽게 변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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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장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여행 사이트들은 사용자가 지역을 검색할 때도 그저 글자를 클릭하는 

식의 형식으로 보여주므로 사용자에게 정확한 지역의 위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시각화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 해보고자 우리의 시스템을 구현해보고자 했다. 

 

2.2.2  필요성 

추진배경에서 나열했던 여러 단점들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현을 해서 사용자에

게 기존의 여행사이트보다 더 효과적인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여행기를 통한 정보 

 

 

 

 

 

 

 

 

 

 

 

기존의 별점 추천제를 통한 장소 추천기능이 아닌 실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작성한 

여행기를 가지고 여행기 분석을 한 후 여행기에서 나온 가공된 여행장소 정보를 사용자

에게 지도에 표시를 해서 보여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여행 사이트와 달리 변형 조작이 

어렵고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시로 블로그 탐색을 통해 여행기 갱신을 하게 되면 실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각 문서마다 많이 다녀온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어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에 어떤 곳이 인기가 있는

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장소 추천 

사용자가 장소를 선택 시 그 장소를 다녀온 다른 사람들이 갔던 다른 장소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준다. 기존의 별점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이 아닌 여행기를 통해서 추천을 해준

다는 점을 통해 현실적인 추천이 가능하다. 

 

 

 

 

 

여행기 

여행기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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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화된 검색 

 
 

기존의 글자로만 보여주었던 지역 검색을 그림과 같은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플래시 

기능을 주어서 좀 더 시각화해서 사용자가 검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여행사이트와 달리 구현된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각화를 통한 편리한 

검색과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여행기를 통한 정보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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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1. 여행 정보 사이트라는 주제를 설정 

a. 다양한 주제 중에서 구현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모델을 설정한다. 

 

2. 다양한 여행 정보 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검색 및 탐색 

a. 여러 여행사이트의 차별성을 찾는다. 

b. 장점과 단점을 찾는다. 

 

3. 기존 여행 정보 사이트와 차별화된 기능을 설계 

a. 여행기를 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b. 플래시기능을 통한 사이트 구현 

 

4. 전체적인 시스템의 기능 설계 

a. 서버, 클라이언트, DB, 크롤러 문서 처리 방식 등의 기능을 설계 

b. 각각의 기능들간의 관계를 설계 

c. 전체적인 그림으로 시각화 

 

5. 크롤러 

a. 웹에서 본문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지를 구현. 

b. 다양한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본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

다. 

c. 크롤러를 통해서 웹에서 태그가 있는 본문을 가져온다. 

 

6. 태그 제거 

a. HTML태그가 있는 문서들의 태그를 제거하는 방법을 구현 

b. 크롤러를 통해서 가져온 문서들의 태그를 제거 

 

7. 문서 처리 

a. 구문 분석기 등의 코드 및 기능을 탐색 

b. 구문 분석기에 대해서 여행기 문서가 어떻게 분석되는 지 탐색 

c. 구문 분석기에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기 위한 구현 

d. 필요한 장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구현 

8. API 

a. 지도 API와 지역 검색 API에 대한 기능 탐색 

b. API와 현 시스템과의 연동 방법 구현 

c. Xml문서 처리 방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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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B 처리 

a. 전체적인 DB구조를 설계 

b. 각 DB 정보를 어떻게 삽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현 

c. DB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인지 구현 

d. 사용자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 할 것인지 구현 

 

10. UI 

a. 사용자에게 보여질 전체적인 사이트 UI설계 

b. 플래시적인 기능을 위한 플래시 기능 탐색 

c. 사용자가 어떻게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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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이번 프로젝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 사용자는 편리한 시각화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볼 수 있다. 

 

- 직접 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각각의 여행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나온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취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4.2  활용방안 

- 실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 

 

- 직접 가본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변형, 조작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다양한 여행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사용한다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처리 파트를 부품화 시켜서 여행기 문서뿐 아니라 다양한 문서를 처리, 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의 장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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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Web Service 

 Apache HTTP Daemon 

 PHP Module 

 Python Module 

 

3.1.2  Collector / Processor 

 Web Crawler 

 
<검색어를 통해 주소를 가져오는 모습> 

 

 웹 상의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색인 하기 위해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사

이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스파이더(spider), 봇(bot), 지능 에이전트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일일이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

램의 미리 입력된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웹 페이지를 찾아 종합하고, 찾은 

결과를 이용해 또 새로운 정보를 찾아 색인을 추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 방대

한 자료를 검색하는 특징은 있으나 로봇의 검색 기능을 역이용하여 순위를 조작하거

나 검색을 피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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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Tag remover 

<HTML문서 태그 제거> 

 구문 분석기 

 

 

<구문 분석기를 통한 한글 구문 처리 형태> 

 

 문장을 어절 단위로 나누어 해당 어절이 어떤 문장성분인지 분석해 주는 라이브러리

이다. 강승식 교수님의 한글공학, 정보검색 연구소 사이트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tf-idf weight (term frequency – inverted document frequency) 

 Boolean filtering 

 

3.1.3  Database 

 MySQL 

 표준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인 SQL을 사용하는 개방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매우 빠르고, 유연하며, 사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다중 사용자, 

다중 쓰레드를 지원하고, C, C++, Eiffel, 자바, 펄, PHP, Python 스크립트 등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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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APIs 

 네이버 지역 API 

 

 
<지역 API를 통한 XML> 

 

 해당 API의 URL에 쿼리로 지역이름을 넣어 검색을 수행하면 검색결과가 XML형태로 

전송되고 그 결과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주소, 좌표 등을 취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 API 

 네이버 지도 API 

 

 
<지도 API> 

 

 마커, 인포 윈도우, 도형 그리기 등 지도와 그 지도에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여 지역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된다. 

 기타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XML 또는 RSS 형태로 제공한다. 

 

3.1.5  Tools & Languages 

 Python 

  파이썬은 동적 타이핑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 있고, 라

이브러리가 풍부하여,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 기관, 연구 기관 및 산업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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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증가하고 있는 언어이다. 

 파이썬은 크게 실행 시간에 자료형을 검사하는 동적 타이핑이라는 것, 객체의 멤버

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듈, 클래스, 객체와 같은 언어의 요소

가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고, 리플렉션을 이용한 기술을 쓸 수 있다는 3가지 특징이 

있다.  

 Flash Actionscript / Flex MXML 

 어도비 플래시 플랫폼의 특허에 기반을 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배포를 위해 어도비에서 발표한 기술을 한 데 모아둔 것이다. 

2004년 3월에 매크로미디어에서 발표한 최초 버전은 SDK, IDE, 그리고 플렉스 데이

터 서비스로 알려진 J2EE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어도비가 2005년에 

매크로미디어를 인수한 이후, 플렉스의 다음 버전부터 더 이상 플렉스 데이터 서비

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았고, 플렉스 데이터 서비스는 ‘라이브싸이클 데

이터 서비스’라는 상표가 붙은 분리된 제품이 되었다. 

 HTML / PHP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어로 1996년 WWC(World Wide Consortium)에서 

새로 제안한 웹 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웹 표준 문서 포맷

이다. 기존의 HTML은 단순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서를 만들기에는 쉽고 좋지만 대용

량의 문서 제작에는 불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HTML에서는 불가

능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HTML의 한계를 

극복하고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복잡함을 해결하는 방법

으로서 HTML에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SGML의 실용적인 기능만을 모은 부분 집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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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웹 크롤러 여행기 수집 검색 API 를 통한 여러 여행기 수집 함수  

 여행기 본문 수집 
웹에서 광고 등의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여행기 본문만 수집 
함수  

 여행기 태그 제거 웹에서 수집한 여행기의 태그 제거 함수  

문서 처리 구문 분석 여행기의 문장을 분석한다. 함수  

  1 차 장소 추출 구문 분석을 통한 1 차적인 장소 추출 함수  

 2 차 장소 추출 

1 차 장소 추출 후 사전 등의 의미 제거 

및 장소 API 를 통한 의미 있는 장소 

추출 

함수  

DB DB 테이블 구축 
문서 및 장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여러 DB 테이블을 구축 
함수  

 기본키 설정 
DB 에서 정보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 

기본키를 설정 
함수  

 정보 저장 DB 에 여행기 본문 및 장소 등의 저장 함수  

 장소 비교 
각 문서에서 다녀온 장소 중 DB 에 있던 

것이 있는 지 확인 
함수  

 
지역 정보에 따른 

순위 정보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지역 정보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방문 횟수에 따른 장소 순위 

정렬 기능 

함수  

 
장소 정보에 따른 

다른 장소 정보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장소 정보를 통해서 

장소를 방문한 사람이 간 다른 장소의 

정보를 찾는 기능 

함수  

 클라이언트에게 전송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주는 기능 
함수  

UI 플래시 지도 
사용자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래시 지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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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확대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을 확대해 자세히 

보여준다. 
함수  

 지역 전송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전송한다. 
함수  

 장소 반환 
선택한 지역에 대해 출력해줄 장소정보를 

서버로부터 받아온다. 
함수  

 지도에 장소 표시 
서버로부터 받은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해준다. 
함수  

 순위 표시 
각 장소에 대한 순위를 텍스트로 

보여준다. 
함수  

 장소 전송 
사용자가 한 장소를 선택 시 선택한 

장소에 대해 서버에게 전송  
함수  

 다른 장소 반환 
장소 선택에 따른 다른 장소들의 정보를 

서버로부터 받아온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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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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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소프트웨어 

제한요소1 크롤링 시 웹 페이지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 

상업적 이용이 아니므로 심한 법적 제제는 피할 수 있지만 

단시간 내에 크롤링을 수행하면 서비스 업체에서 아이피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크롤링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회피하도록 한다. 

제한요소2 블로그 서비스 업체마다 문서를 얻기 위해 링크이동의 과정이 필요 

해결방안 
유명 서비스 업체(네이버, 다음 등)는 HTML문서를 얻는 과정을 따로 구현하고 

기타 서비스 업체는 최초 한번만 탐색하여 아니면 버린다. 

제한요소3 구문분석기 결과가 모호하여 구문분석이 잘못 될 경우 

해결방안 API의 한계이므로 그대로 사용한다. 

제한요소4 API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혹은 제한회수가 초과했을 경우 

해결방안 
DB를 사용하여 결과를 레코드 형태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DB에 결과를 이용하여 

API 검색회수를 줄이는 식으로 구현한다.  

제한요소5 API 검색 결과 우연하게 장소검색이 되어 잘못된 데이터가 인식된 경우 

해결방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관리자가 직접 DB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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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서버 설정 및 서버 구현 10MD 

데이터베이스와 Flex 연동 15MD 

User Interface 구현 20MD 

지도 API 를 활용을 포함한 정보 출력 구현 15MD 

자료 수집, 분류 및 분석 10MD 

형태소분석기를 활용한 자연어 처리 10MD 

  

합 80MD 

 

 

  

이름 역할 

장은서 

- Software Project Leader 

- 문서 작성 / 검토 

- 검색 API 핸들러, Web Crawler 파트 개발 

이상선 
- 데이터베이스 설계 

- Flex – DB 연동 파트 개발 

이상평 - 지도 API 핸들러 및 이를 활용한 지도 출력 파트 개발 

이수웅 - 문서 수집 및 수집 자료 분석 

이종문 
- 형태소 분석기 분석 

- 자연어 처리 파트 개발 

정인욱 - User Interface 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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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크롤러 구현       

DB 구현       

여행기 분석 구현       

UI 기능 구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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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프로젝트 주제 

선정 

다양한 주제 중에서 실현 가능한 주제 설정 

산출물: 

1. 다양한 주제 

2012-01-02 2012-01-14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 

자료탐색 및 스터디 

산출물: 

1. 주제완 관련된 여러 자료 

2.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기능 

2012-01-16 2012-01-21 

전반적인 설계  

시스템의 초안 설계 

산출물: 

1. 시스템의 초안 설계 사양서 

2012-01-26 2012-02-18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및 계획서 작성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2-02-20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20 

1 차 중간 보고 

크롤러기능 및 DB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2-04-05 

2 차 중간 보고 

UI 및 여행기 분석 기능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06 2012-05-03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최종 테스트 소스 코드 

2012-05-04 2012-05-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2012-05-16 2012-05-23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테스트한 소스 코드 

2012-05-24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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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장은서 웹 크롤러 개발 2012-03-01 2012-04-20 10MD 

이상선 데이터베이스와 Flex 연동 2012-03-01 2012-04-20 15MD 

이상평 지도 API 와 Flex 연동 2012-03-01 2012-04-20 20MD 

이수웅 자료 수집 및 조사 2012-03-01 2012-04-20 15MD 

이종문 자연어 처리 개발 2012-03-01 2012-04-20 10MD 

정인욱 User Interface 개발 2012-03-01 2012-04-20 10MD 

전 조원 개발된 각 파트 조립 및 테스트 2012-04-21 2012-05-20 20MD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컴파일러  Adobe flex, MS, Sun, 파이썬 2012-03-01 2012-04-20  

개발용 노트북 5 대 삼성, 엘지, MAC 2012-03-01 2012-04-20  

서버 국민대학교 2012-03-01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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