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분야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였고, 이에 따른 외국어 문서와 

외국어 용어 등의 사용 빈도가 증가되면서 일상생활, 

학술, 연구 분야에서 외래어의 사용 빈도는 더욱 

높아졌다.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말로 외국어 단어에 대하여 한국어로 음차 

표기되어 사용되는 말을 나타낸다. 외국어 단어에 

대한 음차표기는 여러 차례 개정되어 고시되는 

외래어표기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상 언어에 대한 

개인차 등을 이유로 하나의 외국어 단어에 대하여 

다양한 한국어 음차표기가 존재하게 된다[1]. 

음차표기의 이러한 속성은 정보검색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며[2], 하나의 외국어 

단어에 대하여 두 개 이상 존재하는 음차표기를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인식하는 문제가 정보검색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유사 외래어 검출 알고리즘은 입력되는 한 개의 

외래어 단어에 대하여 그와 동일한 외국어 

단어에서 유래된 다른 표기의 외래어 단어를 

검출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외래어 

집합에서 각 단어들의 음성적 유사도를 비교한 후 

등가부류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외래어 유사도 

비교를 수행한다. 또한 새로운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 정보를 이용한 

C(Context sensitive))KODEX 규칙을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 규칙 마련을 위해 사용하는 문맥 정보는 

음절 내의 자소에 대한 정보로서 규칙이 적용되는 

음절의 이전 음절과 다음 음절, 혹은 첫 음절, 

마지막 음절의 자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영어 단어에 대한 

외래어를 그 대상으로 하며 기타 언어에 대한 

외래어의 경우 제외시켰다. 또한 

‘뼁끼(페인트)’와 같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변형이 심한 외래어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음성적 유사도 

비교 방법인 SOUNDEX 알고리즘[3]은 영어권에서의 

대표적인 음성적 유사도 비교 방법으로, 영어 

단어에서 모음을 제거한 후 자음에 대한 코드 값을 

부여하여 외래어 유사도 비교를 수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글 자모의 음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도 비교에 적용한 KODEX 알고리즘[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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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약약약약    

    

한국어에 대한 음성적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은 다양한 음차표기로 사용되는 외래어에 

대하여 유사도 비교에 따른 등가부류를 형성해줌으로써 정보검색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 환경에서의 음성적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인 SOUNDEX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KODEX는 최소한의 제약사항으로 최대한의 재현율을 보였으나, 정확도 

면에서 현저한 성능 감소를 보였다. 이를 보완하여 제안된 EKODEX 알고리즘은  

Metaphone 알고리즘의 개념을 도입, 부분적인 모음 정보의 사용과 ‘ㅇ’ 음가의 정보 보존 

등의 제약사항을 통해 KODEX의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KODEX 

알고리즘은 KODEX와 EKODEX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예외사항이 많은 한국어 

발음 특성에 기반하여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기존 알고리즘의 조건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정확률과 재현율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질의어에 대한 클러스터링에 

보다 효과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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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EX와 마찬가지로 한글의 모음을 제거한 후 

자음을 특정 코드 값으로 치환한 후 각각의 코드 

값을 비교함으로써 유사도 비교를 수행하게 된다. 

제한적인 실험데이터 사용과 모든 모음 정보의 

제거로 인하여 낮은 정확률을 보인 KODEX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Metaphone 알고리즘[5]의 

개념을 도입한 EKODEX 알고리즘[6]은 KODEX 

알고리즘에 부분적인 모음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정확률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실험데이터세트의 

증가 시 낮은 재현율을 나타내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맥정보를 이용한 세분화된 

규칙을 제안하는 발전된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2. 2. 2. 2. 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    

SOUNDEX 알고리즘[3]은 영어 단어의 유사도 

비교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첫 음절을 제외한 

알파벳의 모음을 모두 무시하고 발음이 유사한 

자음에 동일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동일하게 

생성된 SOUNDEX 코드에 대하여 유사어로 인식한다. 

Metaphone 알고리즘[5]은 SOUNDEX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높은 재현율을 제공하나 

낮은 정확도를 갖는 SOUNDEX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다. 모음과 연자음을 제거하는 

조건은 전혀 다른 단어에 대하여 동일한 코드가 

생성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정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Metaphone 알고리즘은 단어의 

첫 음절을 제외한 모음(A, E, I, O, U)을 제거하는 

것은 SOUNDEX와 동일하다. 그러나 동일한 자음이 

연속되는 경우 모음이 뒤에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과 첫 번째 

문자에 대한 치환 조건을 유지하고 처리한다는 

것이 SOUNDEX와 다르다. 또한 SOUNDEX와 같이 

코드표를 유지하며 일률적인 치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건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KODEX 알고리즘[4]은 SOUNDEX 알고리즘의 기본 

철학을 한글 자음에 적용한 것으로, 첫 음절을 

제외한 한글 자소의 모음을 모두 제거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돈 자소를 표 1과 같이 

그루핑하고 동일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동일하게 

생성된 KODEX 코드에 대하여 유사 외래어로 

인식한다. 알고리즘은 초성 이응 제거, 중복 종성 

제거, 초성 대표 자음화, 코드 치환, 연속 중복 

코드 제거의 다섯 단계의 처리 과정으로 구성된다. 

KODEX 알고리즘은 스트링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인 Damerau 알고리즘[7]이나 N-gram 

알고리즘[8]과의 비교 실험에서 음차표기의 

등가부류를 생성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임을 보였다. 그러나 모음 정보를 무시한 

알고리즘의 한계로 정확률 향상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표표표표 1.  KODEX 코드코드코드코드 

자음자음자음자음    코드코드코드코드    

ㄱ ㄱ* ㄲ ㅋ 1 

ㄴ ㄴ* ㅇ ㅇ* 2 

ㄷ ㄸ ㅌ ㅅ* ㅊ 3 

ㄹ ㄹ* 4 

ㅁ ㅁ* 5 

ㅂ ㅂ* ㅃ ㅍ ㅎ 6 

ㅅ ㅆ ㅈ ㅉ 7 

 

EKODEX 알고리즘[6]은 KODEX 알고리즘을 기반한 

것으로 Metaphone 알고리즘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어 외래어 음차표기의 유사도 비교 성능을 

향상시켰다. Metaphone 알고리즘이 영문 단어의 

쓰임새와 언어 관습에 따라 규칙성을 부여한 것과 

같이 EKODEX도 보다 세분화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KODEX의 한계점이었던 정확도 문제를 해결하였다. 

EKODEX는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모음을 

삭제하지 않고 그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모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외래어 혼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또한 구개음화에 따른 모음의 변화를 

고려하는 등 기존 KODEX 알고리즘에 비하여 세밀한 

규칙을 적용하였다. 질의어와 검색어가 2바이트 

이상 길이 차이가 나거나 일치되는 부분이 1바이트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교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자음/모음 코드치환, 첫 음절을 제외한 

초성 이응 제거, 구개음화 현상 처리, 마지막 

음절에 대한 대표모음 치환 등 12단계의 

알고리즘을 통해 KODEX에 비해 나은 성능을 

보였다. 

 

3333. . . . CKODEXCKODEXCKODEXCKODEX    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    

CKODEX 알고리즘은 EKODEX 알고리즘이 KODEX 

알고리즘에 Metaphone 알고리즘의 개념을 더한 

것과 동일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CKODEX 

알고리즘은 EKODEX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고 

다음의 세부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1. 질의어와 검색어의 스트링 길이가 4바이트 

이상 다르면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사도 비교를 하지 않는다.  

2. 질의어와 검색어가 적어도 2바이트 이상은 

같아야 유사도 비교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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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EKODEX가 제시하였던 2바이트의 길이 

조건을 4바이트로 변경함으로써 하이텍/하이테크와 

같은 유사외래어를 검출 조건을 완화시켰으며, 

반면 질의어와 검색어가 1바이트 이상 같을 경우 

진행되던 조건을 2바이트로 변경함에 따라 

불필요한 단어가 동일한 등가부류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3. 표 2에 의해 첫 음절 초성을 대표자음으로 

변환한다. 이 때, 기본 종성(받침)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기본 종성으로 변환한다. 

표표표표 2.  CKODEX 첫첫첫첫 음절음절음절음절 초성초성초성초성 대표대표대표대표 자음자음자음자음    

조건조건조건조건 

초초초초 중중중중 종종종종 
처리처리처리처리 외래어외래어외래어외래어 

ㄲ ․ ․ ‘ㄱ’으로 치환 까스 → 가스 

ㄸ ․ ․ ‘ㄷ’으로 치환 떠블 → 더블 

ㅃ ․ · ‘ㅂ’으로 치환 뻐스 → 버스 

ㅆ ․ · ‘ㅅ’으로 치환 싸이렌 → 사이렌 

ㅉ ․ ․ ‘ㅈ’으로 치환 째즈 →· 재즈 

ㅎ ㅘ · ‘ㅍ’으로 치환 
화일 → 파일 

화인 → 파인 

 

표표표표 3. 기본기본기본기본 종성종성종성종성 이외의이외의이외의이외의 종성종성종성종성(받침받침받침받침)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기본기본기본기본 종성종성종성종성(받침받침받침받침) 

기본기본기본기본    종성종성종성종성    이외의이외의이외의이외의    종성종성종성종성 기본기본기본기본    종성종성종성종성((((받침받침받침받침)))) 

ㅋ 

ㅈ 

ㅊ 

ㅍ 

ㄱ 

ㄷ 

ㄷ 

ㅂ 

 

‘ㄲ, ㄸ, ㅃ, ㅆ, ㅉ”에 대한 첫 음절 초성 

대표 자음 치환은 KODEX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며, ‘ㅎ’의 경우 중성으로 ‘ㅘ’가 

나타난 경우에만 대표자음인 ‘ㅍ’으로 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표 4에 의해 삽입되는 ‘이’에 대하여 

처리한 후, 첫 음절과 첫 음절 초성 

‘ㅇ’이후의 연속된 ‘ㅇ’을 제외한 초성 

‘ㅇ’을 제거한다. 

표표표표 4. 삽입되는삽입되는삽입되는삽입되는 ‘이이이이’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처리처리처리처리 

조건조건조건조건 처리처리처리처리 

이전 음절의 중성이 ‘ㅔ’거나 

‘ㅣ’인 경우 
초성 ‘ㅇ’ 제거 

레이디오 → 라디오, 비이트 → 비트 

이전 음절의 초성이 ‘ㅅ’이거나 

‘ㅆ’인 경우 
초성 ‘ㅇ’ 유지 

사이버, 사이렌, 사이클, 사이즈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초성 ‘ㅇ’ 유지 

 

5.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은 표 5, 표 6에 의해 

각각 모음을 치환 또는 제거하며, 그 밖의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모음에 대해 표 7의 

대표모음으로 치환한다. 

표표표표 5.  첫첫첫첫 음절음절음절음절 대표모음대표모음대표모음대표모음 치환의치환의치환의치환의 예외예외예외예외 

조건조건조건조건 

초초초초 중중중중 종종종종 
처리처리처리처리 외래어외래어외래어외래어 

ㅂ ㅡ ․ 
‘ㅡ’ → 

‘ㅜ’ 치환 

블리언 → 

불리언/부울리언 

ㄸ ㅣ ․ 
‘ㅣ’ →  

‘ㅡ’ 치환 

티랜젝션 →

트랜젝션 

ㅅ 

ㅆ 
ㅣ · 

‘ㅣ’ → ‘ 

ㅔ’ 치환 

시멘트 → 세멘트 

시메트릭 →

세메트릭 

ㅇ ㅣ · 
‘ㅣ’ → 

‘ㅔ’ 치환 
임펙트 → 엠펙트 

ㅂ ㅣ ․ 

다음 음절이 

‘타’일 때 

‘ㅣ’ →  

‘ㅏ’ 치환 

비타민 →  

바이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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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6.  마지막마지막마지막마지막 음절음절음절음절 대표모음대표모음대표모음대표모음 치환의치환의치환의치환의 예예예예 

조건조건조건조건 

초초초초 중중중중 종종종종 
처리처리처리처리 외래어외래어외래어외래어 

· ㅐ/ㅔ ㅂ 중성 제거 스탭 → 스태프 

· ㅛ 
ㄴ/ 

ㅂ 

‘ㅛ’ →  

대표모음‘ㅏ’로 

치환 

맨숀 → 맨션 

워크숍 → 워크샵 

ㅌ ㅣ · 
‘ㅣ’ →  

‘ㅔ’로 치환 
시스팀 → 시스템 

․ ㅣ ㅁ 
‘ㅣ’ →  

‘ㅡ’로 치환 
필림 → 필름 

· ㅡ ㄴ 
‘ㅡ’ →  

‘ㅔ’로 치환 
커튼 → 커텐 

ㅌ ㅏ,ㅓ ㄹ 중성 제거 

디지털 → 디지탈 

헤비메탈 → 헤비메털 

헤비메틀 

. . ㄱ 중성 제거 
하이텍 → 하이테크 

스토막 → 스토마크 

. . ㅅ 중성 제거 

로킷 → 로케트 

서킷 → 서키트 

마킷 → 마케트 

. ㅡ . 중성 제거 
디지틀, 로케트,  

서키트, 하이테크 

 

표표표표 7. 첫첫첫첫 음절음절음절음절, 마지막마지막마지막마지막 음절음절음절음절 CKODEX 대표대표대표대표 모음모음모음모음 

대표모음대표모음대표모음대표모음 모음모음모음모음 

ㅏ 

ㅣ 

ㅒ 

ㅡ 

ㅏ, ㅑ, ㅗ, ㅓ, ㅕ, ㅐ, ㅔ 

ㅣ, ㅟ, ㅝ 

ㅜ, ㅠ, ㅒ, ㅖ, ㅘ, ㅚ, ㅙ, ㅞ 

ㅡ, ㅢ, ㅛ 

 

CKODEX에서는 EKODEX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모음 정보를 유지한다. EKODEX에서 

제시하였던 대표모음 코드표에서 ‘ㅜ,ㅠ’에 대한 

대표 모음을 ‘ㅏ’가 아닌 ‘ㅒ’로 변경하고, 

모음 치환에 대한 제약사항을 추가하였다. 

 

6. 첫 음절을 제외한 표 8의 경우 한글의 

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초성 ‘ㄷ’을 

‘ㅈ’이 속해있는 대표자음으로 치환한다. 

표표표표 8. 구개음화구개음화구개음화구개음화 현상에현상에현상에현상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모음치환모음치환모음치환모음치환 

초초초초 중중중중 종종종종 외래어외래어외래어외래어 

ㄷ ㅜ,ㅠ . 

스케듈 → 스케쥴 

모듈 → 모쥴 

프로시듀어 → 프로시져 

 

7. 첫 음절을 제외한 자음에 대해 표 1의 KODEX 

자음 코드로 치환한다. 

8.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을 제외한 모음을 

제거한다. 

9. 종성-초성 관계에 있는 연속된 중복 코드를 

제거한다.  

 

알고리즘 6,7,8,9는 EKODEX에서 제시한 단계와 

동일하며, 두 번 수행되었던 종성-초성 관계의 

연속된 중복 코드 제거 단계를 한번으로 

축소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4444. . . . 실험실험실험실험    및및및및    평가평가평가평가    

CKODEX 알고리즘의 실험을 위해 표 9에 나타난 

세 가지 종류의 외래어 목록 및 등가부류로 분류된 

외래어 목록을 실험데이터로 하였다. 이 중 

‘실험데이터3’의 경우 외래어 목록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외래어 검출 과정을 거쳤다. [8]에서는 코퍼스에서 

자동으로 외래어 사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통계적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중 언어 코퍼스로부터 

자동으로 외래어 사전을 추출해내는 확률적 정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실험을 

조금 더 개선하여 N-gram 기반의 외래어 검출 

프로그램을 개발(정확도 89%, 재현율 90%)하였으며, 

이를 [실험데이터3]의 외래어 검출에 사용하였다. 

표표표표 9.  실험실험실험실험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1 KTSET 2.0 
한국정보과학회논문 

[9] 

2 외래어이형태 목록 국립국어연구원 

3 
“이런말실수 저런글실수”중 

부록 2. 기본외래어표기 
문화관광부 

    

위의 세 종류의 데이터 목록을 이용하여 외래어 

유사도 비교 시 검색어로 사용될 데이터 목록(이하 

입력데이터세트), 입력된 검색어에 대하여 비교 

대상이 되는 데이터 목록(이하 비교데이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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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사용될 정답 목록(이하 정답세트)를 

마련하였다. 정답세트는 2개 이상의 외래어 

이형태를 갖는 최대 425개의 등가부류로 분류된 

외래어 이형태 목록이며, 각 등가부류 내의 대표 

외래어를 선정하여 입력데이터세트를 구성하였다. 

데이터 세트의 크기 변화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데이터세트를 크기에 따라 

10단계로 준비하였다. 즉, 전체 외래어 목록을 

10등분 하여 1/10, 2/10, … , 10/10의 크기 별로 

10개의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였다. 각 실험 데이터 

수는 평균적으로 340개의 배수로 증가하며,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의 목록이다. 

비교데이터세트를 구축한 후 각 비교데이터세트에 

대한 입력데이터세트와 정답세트를 재구성하였다. 

비교데이터세트, 입력데이터세트, 정답세트에 대한 

정보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표표표 10. 크기에크기에크기에크기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데이터세트데이터세트데이터세트데이터세트 

분류분류분류분류 
비교데이터세트비교데이터세트비교데이터세트비교데이터세트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수수수수 

입력데이터세트입력데이터세트입력데이터세트입력데이터세트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수수수수 

정답세트정답세트정답세트정답세트 

등가부류등가부류등가부류등가부류    수수수수 

1 344 2 2 

2 688 12 12 

3 1032 30 30 

4 1376 65 65 

5 1720 115 115 

6 2064 179 179 

7 2408 239 239 

8 2752 297 297 

9 3096 358 358 

10 3446 425 425 

 

평가 방법은 정확률과 재현율, F-measure 값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하는 테스트 

파일은 모두 단어로 이루어 진 것으로 정확률과 

재현율을 본 논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입력데이터세트의 다수의 질의에 대한 검색 

결과들로부터 산출되는 평균 정확률과 평균 

재현율을 이용하여 평가의 척도로 이용한다. 평균 

정확률과 평균 재현율이 모두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정확률과 재현율이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의 

질의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F-measure 값을 이용한다. 

10개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실험의 정확률, 

재현율, F-measure 값을 아래 표 11, 표 12, 표 

13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표표표표 11.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증가에증가에증가에증가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정확률정확률정확률정확률 비교비교비교비교 

비교데이터비교데이터비교데이터비교데이터    

세트세트세트세트 
KKKKODEXODEXODEXODEX EKODEXEKODEXEKODEXEKODEX CKODEXCKODEXCKODEXCKODEX 

1 1.000000 1.000000 1.000000 

2 0.902778 1.000000 1.000000 

3 0.802222 0.972222 1.000000 

4 0.711160 0.931818 0.957071 

5 0.705917 0.939130 0.957246 

6 0.712067 0.942086 0.954469 

7 0.694718 0.942399 0.949512 

8 0.681196 0.927593 0.937093 

9 0.658351 0.916188 0.931105 

10 0.644378 0.909283 0.920129 

 

 

그림그림그림그림 1.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증가에증가에증가에증가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정확률정확률정확률정확률 비교비교비교비교    

표표표표 12.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증가에증가에증가에증가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재현율재현율재현율재현율 비교비교비교비교 

비교데이터비교데이터비교데이터비교데이터    

세트세트세트세트 
KODEXKODEXKODEXKODEX EKODEXEKODEXEKODEXEKODEX CKODEXCKODEXCKODEXCKODEX 

1 1.000000  1.000000  1.000000  

2 1.000000  0.875000  1.000000  

3 1.000000  0.883333  1.000000  

4 0.977273  0.869949  0.962121  

5 0.995652  0.854348  0.966667  

6 1.000000  0.863128  0.971136  

7 1.000000  0.872385  0.968619  

8 0.996072  0.876150  0.969136  

9 0.996741  0.881657  0.963920  

10 0.997098  0.878275  0.962000  

0.600000 

0.800000 

1.000000 

1 2 3 4 5 6 7 8 9 10 
데이터세트 

정 
확 
률 

kodex 
ekodex 
cko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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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증가에증가에증가에증가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재현율재현율재현율재현율 비교비교비교비교    

 

표표표표 13.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증가에증가에증가에증가에 따른따른따른따른 F-measure 비교비교비교비교 

비교데이터비교데이터비교데이터비교데이터    

세트세트세트세트 
KODEXKODEXKODEXKODEX EKODEXEKODEXEKODEXEKODEX CKODEXCKODEXCKODEXCKODEX 

1 1.000000  1.000000  1.000000  

2 0.948905  0.933333  1.000000  

3 0.890259  0.925648  1.000000  

4 0.823246  0.899821  0.959589  

5 0.826117  0.894735  0.960468  

6 0.831821  0.900880  0.961782  

7 0.819863  0.906041  0.958258  

8 0.809078  0.901138  0.952265  

9 0.792953  0.898591  0.944814  

10 0.782842  0.893510  0.938340  

 

 

그림그림그림그림 3. 재현율재현율재현율재현율 증가에증가에증가에증가에 따른따른따른따른 F-measure 비교비교비교비교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KODEX는 데이터 

세트가 증가됨에 따라 월등한 재현율을 보였으나 

정확률 면에서 매우 저조한 성능을 보였다. 반면 

EKODEX는 KODEX에 비하여 높은 정확률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재현율을 유지하였다. 이는 

정확률과 재현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성질 

때문이며, CKODEX는 EKODEX에 비하여 보다 많은 

제한 규칙을 적용하였음에도 분구하고 정확률과 

재현율을 모두 향상시켰다. 모든 알고리즘에 

대하여 데이터세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성능이 감소하였으며, 재현율보다는 

정확률의 하락이 전체적인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5555. . . . 토의토의토의토의    

F-measure 값을 통해 KODEX, EKODEX, CKODEX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CKODEX의 성능이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었다. KODEX는 재현율이 매우 

높았으나, 정확률이 낮아 대량의 데이터 검색에는 

불리할 수 있다. EKODEX는 KODEX에 비해 높은 

정확률을 보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CKODEX보다 낮은 재현율과 낮은 정확률을 보였다. 

표 14, 표 15는 KODEX와 EKODEX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CKODEX를 통하여 해결된 예를 나타낸 

것이다. 

표표표표 14. KODEX 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해결해결해결해결 예예예예 

EKODEX EKODEX EKODEX EKODEX 등가부류등가부류등가부류등가부류 
EKODEXEKODEXEKODEXEKODEX 

KeyKeyKeyKey 
CKODEX CKODEX CKODEX CKODEX 등가등가등가등가부류부류부류부류 

CKODEX CKODEX CKODEX CKODEX  

KeyKeyKeyKey 

아웃, 아우트 ㅇㅏ 23 

애드, 에드, 아트 ㅇㅏ 3 

아웃, 아우트  

애드, 에드 

왓트, 아트 

ㅇ 3 

왓트 ㅇㅒ 3 

메소드, 매서드 ㅁㅏ 73 
메소드, 매서드, 

마스터, 매스터 
ㅁ 73 

마스터, 매스터 ㅁㅏ 73 ㅏ 

로킷, 로케트 ㄹㅏ 13 

레코더 ㄹㅏ 13 ㅏ 
로킷, 로케트, 

레코더, 리코더 
ㄹ 13 

리코더 ㄹㅣ 13 ㅏ 

아벨, 애플 ㅇㅏ 64 
아벨, 아폴로, 

애플 
ㅇ 64 

아폴로 ㅇㅏ 64 ㅏ 

에이서, 아시아 ㅇㅏ 7ㅏ 
에이서, 유저, 

아시아 
ㅇ 7 

유저 ㅇㅒ 7ㅏ 

 

0.600000 

0.800000 

1.000000 

1 2 3 4 5 6 7 8 9 10 
데이터세트 

재 
현 
율 

kodex 
ekodex 
ckodex 

0.600000 

0.800000 

1.000000 

1 2 3 4 5 6 7 8 9 10 
데이터세트 

F-measure 
kodex 
ekodex 
cko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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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5. EKODEX 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알고리즘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해결해결해결해결 예예예예 

EKODEXEKODEXEKODEXEKODEX 

등가부류등가부류등가부류등가부류 
EKODEX KeyEKODEX KeyEKODEX KeyEKODEX Key 

CKODEXCKODEXCKODEXCKODEX 

등가부류등가부류등가부류등가부류 
CKODEX KeyCKODEX KeyCKODEX KeyCKODEX Key 

퓨우즈 ㅍㅒ 7 퓨우즈 

하우스 
ㅍㅏ 7 

하우스 ㅎㅏ 7 

파일, 화일 ㅍㅏ 4 

파인, 화인 ㅍㅏㅣ 2 

파일/화일 

파인/화인 

파일링/ 

화일링 

ㅍㅏㅣ 4, 

ㅍㅒㅣ 4 

ㅍㅏㅣ 2, 

ㅍㅒㅣ 2 

ㅍㅏ 4ㅣ 2, 

ㅍㅏ 4ㅣ 2 
파일링 

화일링 
ㅍㅏ 4ㅣ 2 

액션, 액숀 ㅇㅏ 17 ㅏ 2 
액션/액숀 

쿠션/쿠숀 

ㅇㅏ 17 ㅏ 2, 

ㅇㅏ 17 ㅡ 2 

ㅋㅏ 7ㅏ 2, 

ㅋㅏ 7ㅡ 2 쿠션, 쿠숀 ㅋㅒ 7ㅏ 2 

인코더 

엔코더 
ㅇㅏ 213 ㅏ 

시메트릭 

세메트릭 
ㅅㅏ 5341 

인코더/ 

엔코더 

시메트릭/ 

세메트릭 

시스팀/ 

시스템 

ㅇㅣ 213 ㅏ, 

ㅇㅏ 213 ㅏ 

ㅅㅣ 5341, 

ㅅㅏ 5341 

ㅅㅣ 73 ㅣ 5, 

ㅅㅣ 73 ㅏ 5 시스팀, 

시스템 
ㅅㅏ 73 ㅏ 5 

버턴, 버튼 ㅂㅏ 3ㅏ 2 

바톤, 바통 ㅂㅏ 3ㅏ 2 

버턴/버튼 

바톤/바통 

부탄 

ㅂㅏ 3ㅏ 2, 

ㅂㅏ 32 

ㅂㅏ 3ㅏ 2 

ㅂㅏ 3ㅏ 2 
부탄 ㅂㅒ 3ㅏ 2 

매뉴, 메뉴 ㅁㅏ 2ㅒ 매뉴/메뉴 

매너 
ㅁㅏ 2ㅏ 

매너 ㅁㅏ 2ㅏ 

 

이 외에 EKODEX에서 질의어와 검색어의 길이가 

2바이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유사도 비교에서 

제외시킨다는 조건에 의하여 같은 등가부류로 

분류되지 못했던 문제는 CKODEX에서 그 제한을 

4바이트로 설정함으로써 정확도 및 재현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질의어와 검색어가 

1바이트 이상 같아야만 유사도 비교를 진행시켰던 

제약조건을 2바이트로 수정함으로써 

‘그래프/글로버’와 같이 쓸데없는 데이터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한은 ‘바나나/버내너’와 같은 동일한 

등가부류에 속하는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위의 <표 

5-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에드/아트’를 

동일한 등가부류로 분류하고, ‘리코더/레코더’를 

동일한 등가부류로 분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는 음절 끝의 ‘보통소리’와 

‘거센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코드를 배분한 데서 초래된 문제점으로 정확률과 

재현율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로 인하여 

제약사항에 추가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마지막 

음절의 ‘보통소리’와 ‘거센소리’의 구분 문제, 

대표 모음의 세분화, 유사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길이의 선행 조건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555. . . . 결론결론결론결론    

    

사회가 정보화 개방화 됨에 따라 일상생활 혹은 

전문 분야에서 외국어 및 외래어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는 원어 그 자체로 

쓰이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음차 표기하여 쓰기 

때문에 개인차 등의 이유로 하나의 외국어에 

대하여 다양한 음차표기가 존재하게 되며 이는 

정보검색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외국어 단어에서 유래된 2개 이상의 한국어 

음차표기를 동일한 의미로 인식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같은 취지로 

기존에 제안되었던 KODEX, EKODEX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어 내 문맥정보를 

이용한 CKODEX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되었다. 

CKODEX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에 추가하여 

좌우 문맥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고 보다 세분화된 

규칙 적용과 기존 알고리즘에서 불합리했던 선행 

조건들을 수정함으로써 기존 알고리즘보다 

정확률과 재현율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다양한 

음차표기가 존재하는 한국어의 외래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예외사항을 마련해둠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로 확장되었을 때에도 높은 정확률과 

재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에 

대하여 유사한 외래어를 등가부류로 묶어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정보검색에 적용하여 유사 외래어 

검색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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