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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공정보시스템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어 나는 귀화자 성명이나 랜드명(법인명)을 사용할 경우에, 
비표  확장한 을 인식하지 못하여 성명이나 주소를 포함하는 자가 “?”로 표시되는 깨짐 상이 발

생하여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래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로, 외래어 표기법을 

수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기존에 구축된 공공정보시스템 부분이 'EUC-KR' 인코딩 방식을 사

용하고 있으므로 비표  확장한 을 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운

환경을 그 로 유지하면서, 비표  확장한 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운 방안을 제안하 다. 연구 

결과는 실제 공공정보시스템 운 시에 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서론

  공공정보시스템 운 시 샾, 믜, 컼 등의 비표  확장한

 사용으로 인해 회원가입에 필요한 실명확인, 온라인 발

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에 제약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정

보시스템 이용시 비표  확장한  사용이 이처럼 이슈화

가 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귀화자가 100만명에 넘어서고 

있으며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법원 ‘외국의 국호, 지

명  인명의 표기에 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를 살펴보

면 “가족 계등록부  가족 계등록신고서에 기록 는 

기재하는 외국의 국호, 지명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

음( 지발음)을 한 로 표기하되....“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처럼 귀화자 이름의 한 표기시 비표  확장한 이 종

종 사용이 되고 있다. 한 랜드 이미지의 인지도를 높

이기 해 차별화된 랜드명  법인명을 사용하는 경우

에도 비표  확장한 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EUC-KR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는 공공정보시스템에서 이

러한 외래어 표기법에 어 나는 귀화자 성명, 랜드명, 

법인명을 입력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입력값 그

로 표 하지 못하여 “?”로 표 되는 깨짐 상이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운 환경을 그 로 

유지하면서, 비표  확장한  깨짐 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공공정보 시

스템에서의 비표  확장한  문제 에 해 자세히 알아

보고 3장에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4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공공정보 시스템에서의 비표  확장한  문제  

  공공정보시스템을 운 하는 과정에서 비표  확장한  

표 시 깨짐 상의 원인에 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로인

해 래되는 문제 들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1 외래어표기법 미 수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1] 제3항 ‘표기의 원칙’을 살

펴보면, “외래어 표기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샾, 디스켙, 엔

뚜엗한, 워컼스 등과 같이 귀화자의 성명, 랜드 명, 법

인명등 외래어 표기법에 어 나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

어 정보시스템 이용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2 공공정보시스템 인코딩방식의 한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딩 방식은 EUC-KR, Code 

Page 949(CP949), UTF-8이다. EUC-KR(완성형 한 )은 

KSC5601(KS X 1001)기반의 문자 인코딩방식으로, 

KSC5601이란 1987년 한국공업진흥청에서 국가표 으로 정

한코드로 원래 코드명칭은 "KSC5601정보교환용부호(한  

 한자)"이며 사용빈도가 높은 한  2,350자를 골라 가나

다순으로 배치하 고 한자 4,882자  특수문자 986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체계는 제정이후 행정 산망 등에 사용 

되었다[2]. 그러나 EUC-KR 인코딩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2,350자의 한 을 코드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빠진 자

가 많아 다양해진 한 을 표 할 수 없고 한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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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에 어 나 있으며 등록된 자를 화면에 나타내

지 못하는 치명  결함까지 갖고 있다[3]. 재 우리나라

에서 운 인 국민생활과 한 국가 주요 공공정보시스템

(주민시스템, 자동차정보시스템, G4C 등)은 EUC-KR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KSC 5601 코드

  CP949방식은 마이크로소 트사가 도입한 코드페이지이

며 확장완성형 는 통합형 한 코드라는 명칭으로 확

되어 의 모든 한 을 수용하지만, 이 코드 페이지

는 IANA(Internet Assignede Numbers Authority)에 등

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표 이 아니며[5] 도우용으로 개발된 비표  방식이다. 

UTF-8 방식은 입․출력시 변환이 불필요하고 자동 정렬

도 간편하며 한 외에 다양한 문자도 동시에 표 가능하

나 DB에 장된 EUC-KR 데이터를 모두 UTF-8로 환

이 필요하며 환시 용량이 증가(한  1자당 2Byte → 

3Byte)하여 추가 장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은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국

제 표 으로 지원하는 UFT-8방식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6]. 표1과 표2는 각각 이들 세가지 인코딩 방식의 장

단 과 황에 해서 정리하 다.

 <표 1> 인코딩 방식의 비교

구분 EUC-KR  CP949  UTF8

장

완성형 코드만

을 입출력 하는 

것으로 높은 성

능 보장 

2바이트로 모든 한  

장/입출력 가능하며 공간 

소모가 으면서 모든 한

을 입출력 가능함

한  11,172자가 

순서로 배열 가

능하며 세계 

모든 언어 지원

단

한 을 2,350자

밖에 지원하지 

못함

완성형 호환으로 자배

열순서와 정렬 순서가 

다름. "ORDER BY" 

로는 한 정렬 불가

장 공간 소모가 

큼

<표 2> 인코딩 황

방  식 EUC-KR CP949 UTF-8

비표  확장한 처리불가 처리가능 처리가능

시스템수 919개(62.1%) 317개(21.4%) 244개(16.5%)

표 자수 한  2,350자 한  11,172자 한  11,172자

한  1자당용량 2 Byte 2 Byte 3 Byte

  2.3 발생구간

비표  확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은 메일 송시 인

코딩 타입에 따라 쓸 수 없는 문자가 발생하며, Cilent 

Application은 OS에 의존 으로 OS가 제공하는 환경에 

제약되어 입․출력이 제한된다. 그리고 Database 설정 

는 버 에 따라 유니코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4].  

  2.4 시스템 운 환경  처리과정 소개

○ 운 환경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용자 PC는 비표  확장한 이 

지원되는 Window(CP949)를 이용하여 처리되며 실제 처리

가 되는 응용 로그램서버(AP서버), 연계서버  연계기  

시스템이 EUC-KR 인코딩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시스템별 운 환경 

이용자 PC 내부시스템 연계기

인코딩방식 CP949 EUC-KR EUC-KR

   ○ 처리과정

   이용자가 회원가입으로 이용자 주소를 내부DB에 장

하거나 는 온라인 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계기

을 통해 자료를 송수신 하는 처리과정을 표 4와같이 구성

하 다. 내부 처리시 비표  확장한 을 장할 경우 AP

서버가 ‘샾’ → ‘?’으로 인지하여 회원DB에 장된다. 한 

민원발 을 해 연계기  DB(원천데이터)에서 데이터 추

출시에도 시스템간 연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발 문서에 

출력되는 자는 “샾”이 아닌 “?”가 되게 된다.  

<표 4> 시스템별 처리과정

장 시

(내부처리)

이용자PC
→

내부 AP서버
→

내부DB

샾 ? ?

외부처리

연계시

연계기
→

내부 AP서버
→

발 문서

샾 는 ? ? ?

   그림 2는 회원DB의 회원주소가 깨짐 상이 발생하여  

장되어 있음을 보여 다.

(그림 2) 회원DB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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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스템간 자료 연계시 한  11,172자를 지원하는 

인코딩방식인 CP949, UTF-8방식으로 장된 자료라 하

더라도  EUC-KR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연계 처리를 할 

경우, EUC-KR방식은 2,350자외의 한 을 지원하지 못하

기 때문에 깨짐 상이 발생하여 시스템 연계시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2.5 서비스 제약 황

  정보시스템에서 비표  확장한  사용시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 실명확인 문제(귀화인 성명, 법인명)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익명사용자로 인

한 피해를 방지하기 해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표 5와 같이 깨짐 상으로 인해 실명

인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 5> 실명인증 처리과정

이용자 PC
↔

 AP서버
↔

실명인증기
(인증불가)(성명) 엔뚜엗한 엔뚜?한

   ○ 민원서류발  문제(특정 랜드명)

    민원서류 발 시에도 실명확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비표  확장한 을 지원하지 못하여 표 6과 같이 발

되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게 된다.

 

<표 6> 민원서류 발 형태

주소 : 서울특별시 악구OOO 포스코 더? 아 트

3 . 개 선방 안 

  클라이언트-서버(C/S), 웹(Web)등 단일 시스템에서 발

생되는 비표  확장한  표 문제에 해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자체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정보시스템 간 한 코드 송수신 시 발생할 수 있는 비표

 확장한  문제 해결방안을 그림3과 같이 마련하고자 

한다[7].

(그림 3) 확장한  표   연계방식 비교

  기존에 사용하는 EUC-KR을 보완하는 방법에는 쪽자쓰

기 방식과 NCR방식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쪽자방식과 

NCR 표기방식은 기존 DB를 변경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

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쪽자쓰기 방식은 확장한 만을 

표 하는 방법으로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입출력 변

환시 변환모듈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유니코드를 

표 할 수 있고 웹 기반 시스템 수정이 용이한 NCR방식

이 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  입․출력에 필요한 변

환기능을 추가로 개발 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

용이 발생될 수 있고 DB에 확장한 이 숫자로 장되어 

있으므로 ‘가나다순’ 자동정렬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6]

  이 에도 언 하 듯 국가 주요시스템의 60%이상이 

EUC-KR을 사용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운 환경을 그 로 유지하면서 비표  확장

한 을 처리하고자 한다. 해결방안으로 UTF-8 인코딩 디

코딩 방식을 이용한 내부  외부처리(연계)에 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에 운 인 시스템 환경(OS, MW, 

DBMS 등)은 표 7과 같다.

<표 7> 정보시스템 운 환경

Web서버 AP서버 DB서버 연계서버

OS EUC-KR EUC-KR EUC-KR EUC-KR

미들웨어 EUC-KR EUC-KR - EUC-KR

DB - - CP949 -

  DBMS의 인코딩방식이 CP949인 까닭은 시스템 OS 방

식과는 별도의 DB 인코딩 방식을 구성할 수 있고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라 시스템장비 교체  DBMS 구성을

변경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DBMS를 오라클 8i에서 

10g로 업그 이드 하 다. 그림3에서 제시한 방식은 시스

템 환경이 모두 EUC-KR방식일 경우 해당되며 해결방안

을 찾고자하는 본 시스템의 DB구성은 CP949 방식을 사용

하기 때문에 비표  확장한  처리를 UTF-8방식으로 이

용하고자 한다.

  3.1 구  시나리오

   ○ 내부처리(회원정보 장) : 이용자는 Windows(CP949) 

OS를 사용한다는 제하에 이용자의 회원정보가 그림

4와 같이 장될 때 Web서버에서 AP서버로 데이터를 

UTF-8 Encoding 방식을 이용하여 송신하게 되며 AP

서버에서는 Ecoding으로 송신받은 데이터를 Decoding 

하여 DB에 장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그림 4) 비표  확장한  내부처리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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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처리(실명확인) : 회원정보 장과 같은 시나리

오로 DB에 장된 정보를 인증기 에 넘겨주고 결과

값을 회신받게 된다.

   ○ 외부처리 : 외부연계기 에서 추출된 자료에 한 

처리 과정은 그림 5와 같이 진행된다. 외부기 의 AP

서버에서 비표  확장한 을 UTF-8 Encoding하여 연

계서버를 통하여 자료를 수신 받게 되며 연계서버에서 

Decoding하여 비표  확장한 을 DB에 장 후, 발

서식과 함께 출력한다.  

 

(그림 5) 비표  확장한  외부처리 시나리오  

  3.2 구   처리결과

   ○ 내부처리 : 내부처리 시나리오를 통해 UTF-8 방식

으로 인코딩․디코딩을 통하여 회원DB에 장된 결과

를 그림 6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용 후 회원DB

   ○ 외부처리 : UTF-8방식의 용 인 XML데이터를  

보여 주고 있다. 외부연계기 과 데이터 송수신시 인코

딩 디코딩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그림 7과 같이 ‘샾’ 

→ ‘?’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외부처리결과 변경 

   그림 8은 UTF-8방식으로 외부연계 기 에서 인코딩한 

후 연계시스템에서 디코딩하여 DB에 장된 XML데

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샾’→‘샾’으로 처

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외부처리결과 변경 후

  3.3 서비스 개선시 고려사항

  기존에 운 되고 있는 시스템이 UFT-8 인코딩 방식으

로 변환이 되어 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DB의 

마이그 이션 비용과 클래스 일의 재컴 일 작업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운 환경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처리  

데이터 송수신시 국제표  부호체계방식인 UFT-8을 이용

하여 데이터를 인코딩․디코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

하 고 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슈사항이 발생

하 다. 첫째 원천데이터에서 비표 확장 한 이 깨져 

장되어 있는 경우 표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이용하더라

도 깨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 둘째 상용 로그램(보

안솔루션  발 솔루션 등)이 EUC-KR방식만 지원할 경

우 표 방식으로 처리시 깨짐 상이 발생하 다. 이에따라 

상용소 트웨어 벤더에 조를 얻어 소스일부를 수정하여 

UTF-8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

고 외부처리(연계)시 원천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 의 

극 인 조(소스수정  테스트) 한 요하다.

4 . 결론

  정보시스템 구축운 지침(‘10. 5. 6)이 새로 개정되어 데

이터 교환시 EUC-KR방식 뿐만 아니라 UTF-8방식을 제

시하고 있으며, 신규 시스템 구축시 KS X ISO/IEC 

10646(UTF-8) 사용 의무화  기존시스템의 UTF-8방식

의 단계  추진을 정하고 있지만 국민생활과 하게 

연 되어 있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은 여 히 EUC-KR

방식으로 운 되고 있는 시스템이 많은 만큼 투자비와 작

업량이 많고 연계시스템의 변경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EUC-KR 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비표  확장한 을 

오류없이 표 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작

성․배포되어야 한다[7]. 한 이미 축척되어 있는 데이터 

정보의 마이그 이션 작업을 통해 시스템간 연계 처리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 인 

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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