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PORT 2022-3 | 2022. 5. 2.

커먼크롤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윤창희수석(AI·미래전략센터, yunch@nia.or.kr)

◇ 커먼크롤(Common Crawl)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 추진 방향 수립(정부주도 필요성, 이슈, 발전방안
등)에 활용하고자 함

1. 개요
□ 커먼크롤 개념 및 필요성
○ (정의) 커먼크롤 의미1)
- 웹상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탐색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웹 크롤링 데이터를 누구나 액세스, 분석하도록
공개 저장소에 유지·관리하는 개념
※ 탐색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가공·저장하는 의미 포함

○ (필요성)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은 데이터양에 비례하여 고도화되기 때문에 각국은 데이터 수집·
활용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 특정 조직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데이터셋 규모의
확장이 제한적
※ 공공 AI허브, 빅데이터 플랫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는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

○ 따라서 가공하지 않은 대규모 원시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상에 저장·활용·분석할 수 있는
커먼크롤의 장점 재조명
- 알고리즘 개발·유통 활성화를 위한 한국어 기반의 간편하고 유연한 라이브러리 개방 및 서비스 지원 필요
○ 크롤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언어번역 소프트웨어, 추세예측, 질병 역추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특히 언어영역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GPT3, BERT와 같은 언어모델을 고려할 때 엄청난 양의 한국어 데이터
확보 및 공유 플랫폼 필요

1) https://yozm.wishket.com/magazine/detail/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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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크롤 플랫폼 소개
❘커먼크롤 홈페이지2)❘

○ 설립목적
- 커먼크롤은 연구·분석을 목적으로 연구원, 기업, 개인에게 웹상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미국의 비영리
조직
※ 대기업 위주로 가능했던 고품질 크롤링 데이터를 중소·스타트업, 개인들에게도 제공하여 다양한 분석 및 아이디어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 데이터 형태
- 2008년 이후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웹크롤 원시데이터, 추출된 메타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포함
- 현재 WARC(Web ARCHive) 형식을 사용하여 크롤링 데이터를 저장하며 2013년 이전에는 ARC
파일 형식으로 저장
※ WARC 형식을 사용하면 수백 테라바이트 규모의 커먼크롤 웹 아카이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처리 가능

○ 데이터 사용
- 아마존(AWS)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아마존 S3 저장소를 활용하며 HTTP 또는 S3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2) http://commoncraw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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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커먼크롤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HTTP(commoncrawl.org) 또는 아마존 S3에 존재]
- 커먼 크롤 데이터는 아마존 공개 데이터셋 프로그램(Amazon Public Datasets)의 일부로 Amazon S3에 존재(2008년부터
수집됨)
[S3에 존재하는 아카이브 파일 다운로드 과정]
① https://data.commoncraw.org에서 key 값을 획득
② URL을 이용하여 웹 아카이브 파일 다운로드
※ https://data.commoncrawl.org/cc-index/collections/CC-MAIN-2013-20/indexes/cdx-00091.gz
③ url로 요청했을 때 response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filename의 url을 참조
④ url로 요청하여 웹 아카이브 파일을 내려받음

- (사용예시) 커먼크롤 데이터를 사용하는 코드 및 프로젝트를 commoncrawl.org/the-data /examples에
공개되어 있음
❘커먼크롤 데이터 활용 코드 예시3)❘
∙
∙
∙
∙
∙
∙
∙
∙
∙
∙
∙
∙
∙
∙
∙
∙
∙
∙
∙
∙
∙
∙
∙
∙
∙

python으로 HTML에서 text 추출
커먼크롤에서 Petabytes의 데이터를 수초 만에 파싱하기
커먼크롤 index를 위한 Node.js 클라이언트
커먼크롤 데이터셋으로부터 데이터 추출
CPP로 작성한 WARC 파서
AWS lambda 함수를 이용한 데이터 데이터 처리 비용과 수행성능 분석
Capture 인덱스를 이용하여 수백 억 웹페이지 검색
커먼크롤에서 텍스트, 메타데이터, 데이터 추출
AWS내 EMR과 Pyspark를 사용하여 커먼크롤 데이터셋 접근하기
커먼크롤에서 직업광고 추출하기
커먼크롤을 이용하여 수동적 정찰(passive reconnaissance)을 위한 250억 웹 사이트 검색
웹 사이트 인기도 분석
커먼크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python 도구
Node.js에서 고성능 저비용 커먼크롤 정규식 처리
도메인 영역(domain zone) 파일 생성
커먼크롤 데이터 다운로드 및 정제 도구
뉴욕 타임즈 API와 Twitter 데이터, 커먼크롤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내 범죄분석
커먼크롤 인덱스 API를 사용하여 웹 아카이브 데이터 추출
스포츠 데이터 분석
WWW의 범주화
커먼크롤 데이터셋 내의 하위도메인 추출
커먼크롤 인덱스를 사용하여 특정 도메인의 아카이브 페이지 추출
커먼크롤의 결과 내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URL 추출
커먼크롤에서 부동산 가격 추출
Spark을 이용하여 대규모 그래프 마이닝

3) https://commoncrawl.org/the-data/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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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대회) Norvig 웹 데이터 사이언스 상에서 SURF SARA와 커먼크롤 데이터 내 30억개 웹페이지를
분석하여 경연대회를 주최
❘Norvig 웹 데이터 사이언스 상❘

※ 커먼크롤 내 이미지 트렌드를 분석, 노래·가수 언급 분석, 데이터셋을 범주화 사례가 있고 2014년 이후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커먼크롤 플랫폼 특징
- (언어) 영어 위주로 수집되어 공개되고 한국어는 0.64%만 수집됨
- (수집주기) 커먼크롤 제공 데이터는 월 단위로 수집되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말뭉치는 대부분 일회성
- (개방성) 국내 민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보유/생성한 웹 크롤링 데이터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리소스) 커먼크롤은 AWS S3에서 웹 크롤링 데이터를 저장 후 공개
- (유용성) 커먼크롤은 수집 대상으로 최상위 도메인(Top-level domain)과 등록된 도메인(Registred
domain)을 운영하고 있고, Top-500 도메인에 한국 사이트는 naver.com과 kaist.ac.kr 2개 포함
- (활용성) 커먼크롤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예제 프로그램 제공하고 커먼크롤 활용 대회를 열었으나
2014년 이후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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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현황
◇ 미국의 커먼크롤 운영방식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웹 상에서 크롤링 데이터를
제공하는 유사 플랫폼은 존재

□ 국외현황
○ 비영리 방식으로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도록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

데이터셋 명

설명

URL

∙ 공개되어 있는 60억 웹 문서

https://commoncrawl.atlassian.net/wiki
/spaces/CRWL/pages/

∙ 500억 웹페이지, 웹 크롤 데이터 말뭉치
∙ 매월 업데이트

https://registry.opendata.aws/common
crawl/

영국 웹 아카이브

∙ 수백만개의 주제별 웹사이트의 다양한 크롤링
데이터를 수집·보전을 목적으로 제공

https://www.webarchive.org.uk/

미국 인터넷 아카이브

∙ 6,250억개 웹 페이지 크롤링 데이터 디지털
아카이브

https://archive.org/

커먼크롤 데이터셋
아마존 공개 데이터셋
Amazon S3 Open Dataset

※ 커먼크롤은 디지털 시대의 지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학습, 이용, 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 국내현황
○ 커먼크롤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검색엔진 기반 포털기업, 학교,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집
※ 다양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웹 사이트에서 크롤링하고 수집 결과물을 가공·분석 후, 여러 분야에서 활용 중

데이터셋 명

설명

URL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HyperCLOVA)

∙ 뉴스, 블로그, 지시인, 카페, 웹 문서를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셋
∙ 5,600억 개 토큰의 한국어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나 현재 말뭉치를
일반에게 비공개

https://naver-ai-now.kr/

SNU Data Mining Center
서울대 데이터마이닝 센터

∙ 서울대학교 데이터마이닝 센터에서 크롤링, 다운로드, API 활용
등으로 85종 데이터를 수집
∙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하지 않음

http://dm.snu.ac.kr/ko/o
pendata

ETRI

∙ ETRI에서 보유하고 있는 말뭉치 학습데이터 및 딥러닝 모델 제공을
위한 한국어 모델(korBERT, T5) 모델 공개
∙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API 형태로
제공

http://aiopen.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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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명

설명

URL

KETI R&D 데이터

∙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에서 공개하는 데이터
∙ AI Hub와 연결되어 있음. 언어지능 관련하여 11종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음

https://aihub.or.kr/opend
ata/keti-data/recognition
-laguage/KETI-02-001

∙ 23종의 말뭉치를 21년부터 공개

https://corpus.korean.go.
kr/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 시장현황
○ 급증하는 데이터 생산량에 비례하여 웹 크롤링 시장도 급성장하는 추세이며 세계 웹 크롤링 시장 규모는
8조 4,000억(2020년)으로 추산4)
❘활용분야 예시❘
∙
∙
∙
∙
∙

제품 및 가격비교 :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명과 가격정보 크롤링
고객반응 분석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 반응 분석
신조어 추이분석 : 웹 크롤링 말뭉치를 이용하여 신어 사용 추이 조사
기계번역 : 기계번역을 위한 말뭉치 활용
기타 연구분야 : 신도시 주거환경만족도 요인분석, 유해사이트 수집방법, 가찌 리뷰 탐지 연구 등

○ 국내는 대규모 웹 크롤링 데이터를 공개하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웹 크롤링을 수행해 주는 업체가 다수 존재
※ 카라멜라, 테라에너지, 알파맨, 디지털존, 씨닷츠, 쏠라미 등 30여개 업체 서비스5)

3. 크롤링에 대한 주요이슈
□ 기술적 이슈
○ 한국형 커먼크롤 구축 시 발생 가능한 기술적 이슈 및 대처방안
이슈 항목

내 용

대처 방안

수집 대상

∙ 웹 크롤링을 수행할 도메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정 필요
∙ 예) TLD – Top Level Domain의 결정
∙ 검색 업체, 미디어(뉴스), SNS, 쇼핑몰, 연구단체
등 수집대상 도메인 결정

∙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TLD과 통계정보를 활용한
Top-500 도메인 등을 선정
∙ 필요에 따른 도메인 추가 및 삭제 정책 수립

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2285451
5) https://aihub.or.kr/suppliers?region=&combine=%ED%81%AC%EB%A1%A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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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항목

내 용

대처 방안

수집 방법

∙ 정적 컨텐츠에 연결된 하이퍼 링크에 대한 수집여부,
동적 컨텐츠 수집 여부

∙ 하이퍼링크를 몇 레벨까지 수집할 것인지 정책 수립
∙ 적법한 범위 내에서 동적 컨텐츠 수집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정책 수립

수집 주기

∙ 웹 크롤링 수행 주기, 공개 주기 등

∙ 웹 크롤링 대상 및 웹페이지의 평균 업데이트 주기
등을 고려해서 수집 주기를 결정
∙ 커먼크롤의 경우 1달 주기로 수집 및 공개

정제

∙ 웹 크롤링 데이터 중 중복 제거 정책, 유사 데이터
제거 정책 적용

∙ 중복된 URL 제거, 유사도 기준 및 삭제 정책 수립

데이터 저장

∙ 웹 크롤링 데이터의 저장 포맷 (커먼크롤 준용 및
추가항목)
∙ 데이터 저장 단위, 저장 위치, 공개 방식
∙ 데이터 유형 별 저장 방식

∙ 커먼크롤은 웹페이지에 있는 미디어(이미지, 동영상,
소리 등)와 파일(이진 파일) 들을 Text로 변환하여
저장(base64 인코딩 활용 등)

□ 제도적 이슈
관련 법

내 용

대처 방안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 타인의 저작물을 크롤링하여
수집하는 경우

∙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대상에서 제외
∙ 수집된 데이터를 부정경쟁에 해 활용될 수 있는 형태(DB 등)로 제공하지
않음
∙ 웹 크롤링이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한 안내(주의 사항 홍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수집을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수행
∙ 수집된 데이터에 대하여 비식별화 또는 가명정보처리 후 수행
∙ 개인정보 보호 등 비식별화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부정경제방지법6),
정보통신망법 등
형사법제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웹 크롤링 데이터의 판매 등 형법에 따른 부정한 사용에 대한 금지 안내
∙ 부정 사용에 대한 사례 공지

이용약관에 의한
통제7)

∙ 이용약관에 의한 사용금지
가 언급된 경우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안내

기타 불법행위
책임8)

∙ 크롤러 웹사이트의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robot.
txt 등)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안내

6) 부정경쟁방지법적 이슈: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적 측면에서 웹 크롤러 또는 웹 봇이 웹 사이트를 긁거나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위반은 피해야 함. 따라서 웹 크롤링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려고 할 때 먼저 페이지의 robots.txt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플랫폼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이용약관이 데이터 크롤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사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7) 이용약관에 의한 통제: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대한 위반행위도 금지됨. 만약 크롤링이 이용약관상 금지되어 있는 사이트
에서 크롤링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 문제될 소지가 있음. 다만 이것은 회원 등록이 필요없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콘텐츠를 크롤링하는 경우에는 상기 이용약관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8) 기타 불법행위책임: 크롤러 웹사이트의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robot.txt 등)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치를 깨고 크롤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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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웹 크롤링 기술을 활용한 공개데이터는 데이터 종류·유형·가공·정제 여부에 따라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있고, 가공전의 단순 데이터는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
※ 김현숙, ’크롤링을 이용한 공개데이터 수집 · 활용의 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0

⇒ 웹크롤링 수행 프로세스가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데이터를 웹 사이트에 요청하고 데이터를
웹 사이트로 내려받기 때문에 웹크롤링 행위 자체는 합법
○ 웹 크롤링의 원칙적 허용
- 사업체가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법을 준수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활동이
허용되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웹 크롤링이 불법인 경우
- 웹 크롤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복제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 자체를 판매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 연구자가 특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논문을 작성한 경우는 예외

-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 서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웹 크롤링으로 서버에 부하를 줄 정도로 웹 크롤링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은 피해야 함

○ 웹 크롤링이 합법인 경우
- 웹 사이트는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여부를 robos.txt를 통하여 웹사이트의 규제내용에 대해서
확인 가능9)
- robots.txt는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허용되지 않는 페이지에 대해 웹 크롤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4. 정책적 시사점
 한국어 기반 플랫폼 필요
○ 현재 커먼크롤 데이터는 누구나 액세스, 분석하도록 공개 저장소에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UI가 불편하고
영어 위주로 수집되어 공개
※ 영어가 45~46%이고, 러시아 6.8 %, 일본어 4.8%인데 비해 한국어는 0.64%만 수집되어 공유되고 있는 실정

○ 한국어 위주의 데이터 수집, 웹 크롤링 데이터 공개, 적법성 검토, 표준화 등 지원 필요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9) https://yozm.wishket.com/magazine/detail/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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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집된 웹 크롤링 데이터의 다양한 코드, 프로그램 예제, 툴, API 개발·공개 병행
※ 웹 크롤링 활성화를 위해 사례 해커톤 대회를 추진하고 수상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개

 비영리 기관 주도 필요
○ 비영리 개방형 국내 커먼크롤을 운영할 경우 대규모 웹크롤러 운영이 어려운 개인, 중소, 중견기업 등의
리소스 확보가 용이
- 자연어 처리연구, 트렌드 분석, 창업을 위한 상품·시장 분석 등에 활용 가능
- 커먼크롤 방식의 주기적 데이터 개방은 불특정 다수의 웹크롤링 발생 빈도수를 감소시켜 비용, 노력,
서버 부하 절감효과 기대
※ 특정 주제분야에 불특정 다수의 웹크롤링 수행으로 다수의 웹사이트에 부하 유발

○ 웹 크롤링을 통한 수집 데이터의 가공·분석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커먼크롤 플랫폼과 연계를 통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도 제고 가능
○ 국내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반출에 제약

[참고] 민간기업 데이터 공개 예시
ㅇ 네이버는 검색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샌드박스 오픈10)
- 자사 클라우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외부기업 데이터를 민관학연에서 이용 가능
- 샌드박스 안에서 데이터 분석·가공 통해 AI 개발, 연구활동, 스타트업 비즈니스 개발, 공공기관 정책개발 등에 활용
- 다만, 이용시에 샌드박스 내에 있는 데이터는 외부 반출이 안되고 데이터를 이용해 AI개발 비즈니스에 사용하면 이용량만큼
과금하는 구조

출처: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 이미지(제공=네이버)

1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250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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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방향(안)
○ 한국형 커먼크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 미국 커먼크롤 서비스 항목과 비교하여 한국형 커먼크롤 구축방향을 제시

❘구축 프로세스(안)❘
번호

항목

세부내용

1

분석 및 설계

∙ 웹 크롤링 관제 시스템 표준 정의(명명규칙, 크롤링 결과 저장 표준, 프로토콜 방식, API, 수집·가공·
공개 프로세스 정의 등)
∙ 웹 크롤링 관제 시스템 아키텍처 수립(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네트워크 구성)

2

대상 선정

∙ 크롤링 대상 선정
∙ (TLD: Top level domain), 수집대상 도메인(뉴스, SNS, 블로그, 검색업체, 기타 정보 제공 웹 사이트)

3

적법성 검토

∙ 크롤링 결과를 공개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 적법성 검토 수행

4

인프라 구축

∙ 웹 크롤링된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서버 및 저장소 구축
∙ 대규모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구축

5

웹 크롤러 구축

6

수집

∙ 웹 크롤러를 위한 수집 수행 (seed, 수집 빈도 등에 대한 설정)
∙ 오류 모니터링 및 수정
∙ 수집 결과 저장(용량 모니터링)

7

정제 및 가공

∙ 수집된 웹 페이지에 대하여 URL 조사하여 중복된 웹페이지 삭제
∙ 유사도가 높은 웹페이지 삭제
∙ 비식별화 수행

8

공개

∙ 대규모 웹 크롤링을 수행할 수 있는 웹 크롤러 개발
∙ 크롤링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개발

∙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프로토콜(https, s3 등)을 이용하여 공개
∙ 공개주기(1달)별로 저장소에 추가

※ 정제/가공, 공개 단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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