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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법률과 련된 문서들은 변경 사항 에 한 공표와 기록의 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경

사항 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공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한 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부분의 문서들은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화에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복잡한 구조의 문

서를 자동으로 별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재 국내외에서는 자 문서 일

의 텍스트  테이블을 별해서 분류 하는 자동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서는 호목단 구조를 갖는 계층 인 테이블을 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호목단을 정의하

고, 테이블의 호목단 구조를 패턴 별로 분류 하며, 테이블의 호목단 구조 별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재 법률과 련된 문서들은 변경 사항 에 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

의 변경사항 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공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한 심과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 그러나  

이런 부분의 문서는 첩 테이블, 호목단 등의 복잡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잡한 구조의 문서를 

자동으로 별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자 문서 일의 텍스트  테이블의 메

타 데이터 추출 자동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이  연구에서는 테이블 내의 계층 인 호목단 구조를 

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호목단 구조의 테이블은 각 셀

이 다른 셀들과의 계를 갖는데 이 구조를 악하기 힘

들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테이블의 호목단 구조 별을 

사용하면, 셀의 구조  치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하

여 수정사항 을 표 하면, 단순히 “몇 행 몇 열이 수정 되

었다.”가 아니라 “제 1호의 나목이 수정 되었다.”처럼 직

으로 표 할 수 있다.  

  본 논문 2장에서 기존 호목단 해 알아보고, 3장에서 

테이블의 호목단 구조를 패턴 별로 분류 하며, 4장에서 테

이블의 호목단 구조 별 방법을 제시한다.

2. 호,목,단의 정의

  일반 호목단은 각종 문서에서 쓰이고 있고, 특히 법률 

문서에서 많이 쓰인다. 

2.1 호,목,단 표시

 호 : 숫자 “1. , 2.” 로 표시하고, 과 내용 사이에 한 칸

을 띄우며, “제 1호, 제 2호” 로 지칭한다.

 목 : 문자 “가. , 나.” 로 표시하고, 과 내용 사이에 한 

칸을 띄우며, “가목, 나목” 으로 지칭한다.  

 단 : 숫자 “(1) , (2)” 로 표시하고, 호와 내용 사이에 

한 칸을 띄운다. “1단 , 2단” 으로 지칭한다. 단은 

호, 목과 달리 쓸 때는 “(1)”라고 만 쓴다.

2.2 호,목,단 규칙

  호목단은 계층 인 구조를 가진다. 즉, <표 1> 호목단

의 사용 제에 나타낸 것과 같이 호는 다수의 목을 포함

하고, 목은 다수의 단을 포함한다. 한 라인의 시작은 호와 

목과 단의 표시로 시작되고, 한 라인 간에 이어서 호목

단 작성이 안 된다. 제 1호에 가목이 있고, 제 2호에도 가

목이 있는 것처럼 상  호나 목이 다음 차례로 넘어가면, 

목이나 단은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한다. 하지만 같

은 벨의 호, 목, 단의 첩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 호, 

목, 단이 차례로 나와야된다. 호 다음 단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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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호 이다.

  가. 제 1호의 가목이다.

  나. 제 1호의 나목이다.

    (1) 제 1호 나목(1)이다.

2. 제 2호 이다.

  가. 제 2호의 가목이다.

제목 제목 제목

1. 호 들어감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들어감

  가. 목이 들어감 ... ...

... ... ...

(호가  테이블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

제목 제목 제목

1. 호가 들어감

가. 목이 들어감

...

2. 호가 들어감

...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들어감

제목 제목 제목

1. 호가 들어감

가. 목이 들어감

...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들어감

2. 호가 들어감

...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들어감

제목 제목 제목

1. 호가 

들어감

가. 목 는 내용이 들어감
단 는 내용

이 들어감

나. 목 는 내용이 들어감 ...

다. 목 는 내용이 들어감 ...

2. 호가 

들어감
가. 목 는 내용이 들어감 ...

제목 제목 제목

1. 호가 들어감
가. 목 는 내용이 들어감

나. 목 는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들어감

2. 호가 들어감
가. 목 는 내용이 들어감

나. 목 는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들어감

<표 1> 호목단의 사용 제

3. 테이블 내 호목단 패턴 분류

재 호목단 테이블의 생성 방법에 한 명확한 정의나 

표 은 없다. 하지만  사회에서 많은 자 문서들이 

호목단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많은 문서  호목단

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다. 호목단의 구

조와 패턴을 분석하기 해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법체처의 행 별표에서 테이블 정보를 수집 했다.  

3.1 테이블 분류

행 별표의 수집된 테이블 정보  4분의 1을 호목단 

구조의 테이블로 분류 를 했다. 호목단 구조의 테이블의 분

류 규칙은 단순하다. 테이블에 호목단이 들어가 있어야 한

다. 그리고 호목단이 테이블의 다른 셀과 연  계가 있

어야 한다. 로, 테이블의 한 셀에 호목단이 있으나 테이

블 내의 다른 셀과 련이 없고, 해당 셀 내에서 호목단 

구조가 끝나면 호목단 형태의 테이블이 아니다.

호목단 테이블로 분류 된 문서들의 테이블 구조를 분석

했다. 그 결과 5개의 호목단 테이블의 구조를 찾았다. 테

이블의 구조는 <표 2>에서 <표 6> 과 같다. 

 

<표 2> 호목단 테이블 패턴1(a)

<표 3> 호목단 테이블 패턴 1(b)

<표 4> 호목단 테이블 패턴 1(c)

<표 5> 호목단 테이블 패턴 2(a)

<표 6> 호목단 테이블 패턴 2(b)

3.2 호목단 패턴 분류

호목단 구조의 테이블 5개를 호목단의 진행 패턴으로 

분류 하면 2개의 패턴이 나온다. 첫째, 호목단의 진행 방향

이 아래쪽인 패턴이다. <표 2>, <표 3>, <표 4>가 이에 

해당되며, 이것은 <표 2>로 묶을 수가 있다. 이것을 “패

턴 1”로 지칭하겠다. 둘째, 호목단의 진행 방향이 우측인 

패턴이다. <표 5>, <표 6>이 이에 해당되며, 이것은 <표 

5>로 묶을 수가 있다. 이것을 “패턴 2”로 지칭 하겠다.

“패턴 1”은 1열에 모든 호, 목, 단을 모두 나타낸다. 즉, 

1열의 각 행마다 호, 목, 단이 들어간다. 그리고 1열을 뺀 

다른 열들은 모두 내용들이 들어가거나, 공백이다. 2열 부

터 하나의 열에 같은 깊이에 해당하는 호, 목, 단 내용만

을 표시한다. “패턴 2”는 1열은 호만 들어간다. 그리고 2

열은 목이나 내용만 들어가며, 3열은 단이나 내용만 들어

간다. 

4. 테이블 내 호목단 별

호목단 테이블은 “패턴 1”과 “패턴 2”의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패턴 1”과 “패턴 2”를 가지고 호목단 테이블을 

별해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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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EXP EXP 

① IND_HMD ② EXP BLK

③ IND_HMD ④ BLK EXP 

⑤ IND_HMD ⑥  ...       ...

EXP EXP EXP

IND_HMD 

IND_HMD EXP

IND_HMD EXP

IND_HMD EXP

IND_HMD IND_HMD EXP

Label Description

BLK 타입은 박스가 비어 있는 빈칸(blank)

INS
미리 인쇄 된 문자에 붙이거나 채워 넣

을 수 있는 추가(insertion)

EXP
박스에 일반 인 설명을 포함하는 설명 

(explanation)

IND
추가나 빈칸의 항 목을 표시하는 표시 

(indication)

IND_HMD IND의 확장으로 호목단 구조임을 나타냄

4.1 필드의 타입

[2]에서 테이블의 필드들을 박스(Box)라 부르고, 박스를  

4타입 BLK, INS, EXP, IND로 분류 했다. 본 논문에서는 

IND_HMD를 추가 한다.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박스 타입과 라벨

우리는 박스의 타입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라벨로 분류 

하고, 이 작업을 “라벨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1]은 오

직 4가지 타입만을 사용한다. 그러나 호목단 구조를 가지

는 테이블을 별하기 힘들다. 그래서 본 논문은 IND를 

나눠 호목단을 표시하는 IND_HMD 라벨을 추가한다. 즉,  

IND_HMD는 본 논문 2장 에서 정의한 호목단의 패턴을 

가지는 IND이다. 이 게 본 논문은 5개 타입의 라벨을 사

용한다.  <표 2>와 <표 5>를 각각 라벨링 하면, <표 8>, 

<표 9>이다.

<표 8> 패턴 1의 라벨링

<표 9> 패턴 2의 라벨링

4.2 호목단 테이블 별

테이블내 호목단 구조 별은 라벨링 완료 후 진행 된

다. 라벨링된 호목단 구조는 1열은 제목이고, 다음 행은 

무조건  IND_HMD 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을 만

족 하지 않으면 해당 테이블 라벨링은 IND_HMD을 사용

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테이블은 오직 IND 만을 사용 

한다. 그래서 <표 8>에서는 ①로 호목단 테이블의 유무를 

확인 한다. 즉, IND_HMD이면 호목단 테이블이고, IND이

면 호목단 테이블이 아니다. 

4.3 호목단 패턴 별

라벨링된 테이블의 “패턴 1”과 “패턴 2”의 분류 는 쉽다. 

2열에 IND_HMD 라벨이 있으면 “패턴2”이고, 없으면 “패

턴 1”이다. 

다음은 호목단을 구분해야 한다. “패턴 2”는 호목단의 

진행 방향이 우측이다. 그래서 열 증가를 보고 호목단을 

쉽게 단할 수 있다. <표 9>의 1열은 호이고, 2열은 목

이다. “패턴 1”은 호목단의 진행 방향이 아래쪽이다. 그러

나 행의 증가로는 호목단을 구분할 수 없다. <표 8>에서 

호목단을 구분하기 해서는 1개의 열에는 하나의 호목단 

내용만 들어가는 “패턴 1”의 특성을 사용해야 한다. <표 

8>의 ①은 시작되는 호(목 일수도 있고,)이고, ②는 EXP

로 해당 열이 EXP인 것은 호다. 다른 셀은 BLK가 들어

간다. ④가 BLK이므로 ③은 ①의 호에 속한 목이다. ⑤는 

아직 호목단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⑤는 ⑥에 따라서 호목

단이 정해진다. ⑥이 EXP라면 ⑤는 ① 다음 호가 되고, 

BLK이라면 ⑤는 ①에 속한 ③다음의 목이 된다.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은 재 존재하는 문서들의 테이블을 분석하여 

호목단 테이블의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용했다. 그럼

으로 문서에 테이블이 호목단 구조라는 표시 없이도 자동

화되어 인식된다.

그러나 많은 문서들 에는 호목단 구조의 테이블뿐 아

니라 다른 계층 인 구조나 첩된 구조를 갖는 복잡한 

테이블들이 존재 한다. 계속해서 이러한 테이블들을 분석

하고 용시키면 다른 구조의 복잡한 테이블 한 자동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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