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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자 인코딩은 컴퓨터에 장하거나 네트워크상에서 송하기 해 문서를 이진화 하는 방법이다. 문
자 인코딩은 고유의 문자 코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문서를 이진화 하기 때문에, 문서에 용된 문자 인

코딩과 다른 문자 인코딩을 이용하여 디코딩 하면 원본과 다른 문서가 출력되어 문서를 읽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서를 읽기 해서는 문서에 용된 문자 인코딩을 알아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의 문자 인코딩을 자동으로 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스 이

 문자를 이용한 별법, 문서에 나타난 코드 값 범  별법, 문서에 나타난 코드 값의 특징 별법,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별법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걸쳐 문서에 용된 문자 인코딩을 별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문서를 언어별로 분류하여 문자 인코딩을 별하기 때문에, 높은 문자 인코딩 인식률

을 보인다.

1. 서론

문서는 문자 인코딩을 통해 이진화 되어 컴퓨터에 장

된다. 이때 인코딩은 문서를 이진화 하는 작업을, 디코딩은 

이진화 된 문서를 다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문자 인코딩은 고유의 문자 코드 테이블

을 사용하여 문서를 인코딩 하기 때문에, 문서에 용된 

문자 인코딩과 다른 문자 인코딩을 이용하여 문서를 디코

딩 하면 원래의 문서와 다른 문서가 출력된다[1]. 따라서 

사용자가 문서를 읽기 해서는 문서에 용된 문자 인코

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국제표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

할 수 있는 국제 인 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를 

제안하 다[2]. 유니코드로 인해, 다양한 언어를 단일한 문

자 인코딩으로 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문서는 

유니코드가 아닌 한국의 KS X 1001, 일본의 SHIFT-JIS, 

국의 GB18030과 같은 국가 고유의 문자 인코딩으로 작

성된 문서[3]도 존재하여, 이와 같은 경우엔 유니코드로 문

서를 디코딩 할 수 없다. 

문자 인코딩을 알 수 없는 문서를 디코딩 하기 해, 

문자 인코딩을 자동으로 별하기 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은 한정된 문자 인코딩만을 

별할 수 있거나, 문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었을 때 높은 

정확성을 기 할 수 없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미상의 

문서에 용된 문자 인코딩을 자동으로 별하여 사용자가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디코딩 해주는 방법인 

CEAD(Character Encoding Automatic Detection)를 제안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EAD 방법은 이스 이  문자

를 이용한 별법, 문서의 코드 값 범  별법, 문서에 나

타난 코드 값의 특징 별법,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별법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문자 인코딩을 별한다. 

한, 복수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문자 인코딩을 정확하

게 별하기 해, 언어별로 분류하여 각 언어의 단어 데

이터베이스와 비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자 인코딩을 

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에서는 기존의 문

자 인코딩을 별해주는 방법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서에 용된 문자 인코딩을 자동으로 

별해주는 방법인 CEAD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제 문

서의 문자 인코딩을 별하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

의 정확성을 증명하 고,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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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BOM(Byte Order Mark)

 유니코드에는 문서를 이진화 하기 한 UTF-8, 

UTF-16과 같은 문자 인코딩 방식이 존재한다. 유니코드의 

문자 인코딩으로 인코딩 된 문서에는 첫 부분에 유니코드

의 인코딩 종류와 엔디안을 표 하는 2~3바이트의 바이트 

순서 표식(Byte Order Mark)[4]이 삽입된다. BOM 값은 

유니코드 인코딩 방법의 종류와 엔디안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기 때문에, BOM 값을 이용하면 문서에 용된 유니

코드 인코딩을 악할 수 있다. 하지만 유니코드가 아닌 

문자 인코딩의 별에는 BOM 값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2.2 Character Distribution Method

Character Distribution Method 기법[5]은 국, 일본, 

한국과 같이 문자 수가 많은 언어에 효과 인 문자 인코딩 

별 방법으로, 각 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의 분포 

비율을 이용하여 문자 인코딩을 별한다. 해당 기법은 입

력된 문서를 별할 문자 인코딩으로 디코딩 한 후, 각 문

자 인코딩에서 표 하는 언어의 문자가 출력된 비율과 해

당 언어의 제 데이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가 출력된 

비율 정보를 이용하여 문서에 용된 문자 인코딩을 별

한다.

하지만 Character Distribution Method 방법은 자주 사

용하는 문자가 잘못 추출되었을 경우, 문자 인코딩 별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험을 가지고 있다. 한 

문서가 한 언어가 아닌 여러 언어로 작성된 경우 문자 인

코딩을 제 로 별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진다.

3. 설계  구

본 논문에서는, 문서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문서에 용

된 문자 인코딩을 별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문자 인코딩 자동 별 기법인 CEAD의 흐름

도는 (그림 1)과 같다. CEAD 기법에서는 별 가능한 문

자 인코딩의 집합을 Candidate_Encoding 그룹으로 정의하

여, 문자 인코딩 별 과정을 진행한다.

(그림 1) 문자 인코딩 자동 별 기법(CEAD)의 흐름도

 

3.1 이스 이  문자를 이용한 별

ISO/IEC 2022[6] 문자 인코딩은 문자의 코드 값을 각 

바이트별로 0x20~0x80의 범 로 인코딩 해서 표 한다.  

ISO/IEC 2022 코드 값 범 로 문서를 인코딩 하면, 

ISO/IEC 2022 문자의 첫 번째 바이트의 코드 값과, 문자를 

0x20~0x7F 범 로 문자를 인코딩 하는 아스키코드와 코드 

값의 범 가 겹치게 된다. 아스키코드와 ISO/IEC 2022 문

자의 구분을 해 ISO/IEC 2022 문자 인코딩은 코드 값의 

범 가 겹쳐도 컴퓨터가 문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언어의 

문자가 시작되는 부분과 아스키코드 문자가 시작되는 부분

에 특정한 이스 이  문자의 조합을 표시한다.

ISO/IEC 2022의 문자 인코딩은 일본의 

JIS(ISO-2022-JP), 한국의 ISO-2022-KR, 국의 

CNS11643(ISO-2022-CN)으로 구성된다. ISO/IEC 2022 문

자 인코딩 마다 다른 이스 이  문자의 조합을 문자의 앞

에 삽입하기 때문에, ISO/IEC 2022 문자 인코딩에서 사용

하는 이스 이  문자의 조합 정보를 가지고 문서에 사용

된 이스 이  문자를 악하면 문자 인코딩의 종류를 

악할 수 있다. 이스 이  문자를 이용하여 문자 인코딩을 

악한 경우, 더 이상 문자 인코딩 별 단계를 진행하지 

않고 입력받은 문서를 별한 문자 인코딩으로 디코딩 하

여 출력한다.

3.2 문서의 코드 값 범  별

문자 인코딩의 고유한 문자 코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문

서의 문자 인코딩을 별한다. 문자 코드 테이블에는 문자

와 기호에 응하는 이진 값이 장되어 있어, 문자 코드 

테이블을 참조하면 문서가 어떤 값으로 이진화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입력된 문서에 출력된 문자의 코드 값이 

Candidate_Encoding 그룹에 속하는 문자 인코딩의 문자 

코드 테이블 범 에 속하는지 검사하여, 코드 범 에 해당

하지 않는 문자 수가 많으면 해당하는 문자 인코딩은 

Candidate_Encoding 그룹에서 제외한다. 

3.3 자주 나타나는 코드 값 별

입력 문서를 Candidate_Encoding 그룹의 문자 인코딩으

로 디코딩 하여 출력된 문자들을 분석하면, 입력 문서의 

언어와 문자 인코딩을 추정할 수 있다.

자주 나타나는 코드 값을 이용한 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들의 코드 값을, 출  

빈도 별로 정리한다. 

2) 입력 문서의 문자 코드 값의 출  빈도와 각 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 코드 값의 출  빈도 양상을 비교하

여, 문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언어를 채택한다. 채택

한 언어를 토 로, 문서에 용된 문자 인코딩을 추정할 

수 있다.

각 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들의 코드 값 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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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특징

국어 문자 코드 값이 문서에 다양하게 산재

한국어
특정 문자의 코드 값이 문서의 일정 비율을 

차지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문자의 코드 값의 출  

빈도가  다른 문자의 코드 값보다 높은 비

율을 차지

문서의 종류 CEAD

Character 

Distribution 

Method

1~5KB의 

문서

한 언어 99% 99%

여러 언어 98% 65%

200~400K

B의 문서

한 언어 99% 99%

여러 언어 98% 68%

출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언어별 문자의 출  특성

<표 1>에서 나타난 특징을 이용하여, 입력받은 문서의 

언어  문자 인코딩을 별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입력받은 문서에 출력된 코드 값이 일본 문자 인코딩의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해당하는 코드 값에 해당하고, 다른 

문자들의 코드 값보다 월등한 사용빈도를 보이면 해당 문

서는 일본어 문서라고 단하여 Candidate_Encoding 그룹

에서 일본 문자 인코딩을 제외한 문자 인코딩은 제외한다. 

혹은, 문서에 출력된 문자 코드 값을 한국 문자 인코딩에 

응시켰을 때, 한국어의 특정 문자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문서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면 Candidate_Encoding 그룹에

서 한국 문자 인코딩을 제외한 문자 인코딩은 제외한다. 

입력받은 문서가 일본어 혹은 한국어 문서에서 나타난 코

드 값의 출  빈도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Candidate_Encoding 그룹에서 문자 인코딩을 제외하지 않

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3.4 언어별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Candidate_Encoding 그룹의 문자 인코딩으로 문서를 디

코딩 하여 언어별로 분류한 후, 각 언어의 자주 사용하는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문자 인코딩을 별한다. 

를 들어, 입력받은 문서가 일본어와 한국어로 구성된 문

서 일이라면, 해당 과정에서는 해당 문서를 일본어와 한

국어로 분류하여 각 언어에 해당하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과정

을 마치면 언어별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출  빈도가 가장 

높은 문자 인코딩을 선택한다. 문자 인코딩이 선택되면, 입

력 문서를 별한 문자 인코딩으로 디코딩 해 다. 

4. 성능 평가

CEAD 방법의 정확성을 보이기 해, 총 1000개의 문서 

일을 이용하여 문자 인코딩을 자동으로 악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보다 높은 정확성을 증명하기 해서, 문서 

일은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1KB~5KB의 용량을 가진 짧

은 문서 일과, 200KB~400KB의 용량을 가진 긴 문서 

일로 구성하 다. 한 여러 언어에서 작성된 문서의 문자 

인코딩 인식률의 정확성을 보이기 해, 문서는 각 문자 

인코딩에서 주로 표 하는 언어로 구성된 문서와 여러 종

류의 언어가 구성된 문서로 구성하 다.

1000개의 문자 인코딩 미상의 문서로 실험한 결과 

CEAD 방법과 Character Distribution Method 방법 모두 

단일 언어로 작성된 1~5KB, 200~400KB의 용량을 가진 문

서에 하여, 약 99%의 문자 인코딩 인식률을 보 다.

단일 언어가 아닌 문서가 한  문서에 국어가 포함되

거나, 일본어 문서에 어와 국어가 포함되는 등의 여러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언어별 

자주 사용하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인 Character Method 

Distribution은 문자 인코딩의 인식률이 1~5KB의 문서의 

경우 약 65%의 정확성을, 200~400KB의 문서의 경우엔 약 

68%의 정확성을 보 으나, CEAD 방법은 문자 인코딩을 

정확하게 단하기 해 언어별로 문서를 분류한 후 언어

에 해당하는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문자 인코딩을 

별하 기 때문에 문서의 용량이 1~5KB인 경우와 

200~400KB인 경우 모두 약 98%의 정확도를 보 다.

<표 2> 제안하는 기법과 Character Distribution 

Method의 성능 비교

5. 결론

문자 인코딩은 고유의 문자 코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문

서를 이진화 하여 표 한다. 문자 인코딩은 고유의 문자 

코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문자를 이진화 하기 때문에, 사용

자가 디코딩 할 문자 인코딩을 잘못 선택하면, 원본과 다

른 문서가 출력되어 문서를 읽을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문서의 문자 인코딩을 알지 못

해도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문서에 용된 문자 인코딩을 

자동으로 별하여 디코딩 해주는 CEAD 방법을 제안하

다. 

CEAD 방법은 이스 이  문자 별법, 문서의 코드 값 

범  별법, 문서에 나타난 코드 값의 특징 별법,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별법을 이용하여 문자 인코딩을 

별한다. 문자 인코딩 인식률을 높이기 해서, 단어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한 별법은 문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었

을 경우를 고려하여 문서를 언어별로 분류하여 각 언어에 

해당하는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 97 -



201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2015. 10)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CEAD 방법의 정확성을 증명

하기 해서, 한 언어로 구성된 문서 혹은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문서를 크기별로 실험하 다. 실험 결과는 단일 언

어로 구성된 경우엔 약 99%의 문자 인코딩 인식률을, 복

수 언어로 구성된 경우엔 약 98%의 문자 인코딩 인식률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별할 수 있는 문자 인코딩을 확

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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