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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셋의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명명 규칙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표준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을 기반으로 하는 항목명 표준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시스템은 공개된 표준단어사전을 활용하여 유의어를 포함한 참조 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

사전을 구축하여 표준 항목명을 제공한다. 기 구축된 데이터셋의 항목명을 입력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

운 항목명을 입력하면 항목명 표준화 시스템은 표준화된 한글 항목명과 영문 항목명, 그리고 테이블 설계에 

사용하는 영문 약어명을 출력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테이블 설계에 활용하거나 기 구축된 데이

터셋을 표준화하는데 적용하면 일관된 데이터 해석이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표준화(standardization), 항목명(column name), 사전기반(dictionary-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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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셋의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와 지식을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활용하는 

지능화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다른 기준으로 생산된 

지식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때 데이터는 표준화를 통해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 

활동이 가능하다.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에 명명 규칙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표준 명칭을 

부여해야한다. 표준화가 실현되면 데이터의 의미 전달이 명확해짐으

로써 데이터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많은 주체가 데이터를 생산, 

운영할 때 각자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항목도 서로 

다른 명칭으로 관리되어 데이터의 연계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지식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데이터 관리주체별로 이미 생산되고 

유통되는 데이터셋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의 명명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개한 실제 데이터셋의 항목명을 분석하여 얼마나 다양한 

항목명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항목명을 표준화한 결과를 제시하여 항목 표준화 방안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II. Preliminaries

데이터 표준화란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 도메인, 코드 

및 기타 데이터 관련 요소에 대해 공통된 형식과 내용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 한다[1]. 데이터 표준화는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항목, 

표준코드의 조합을 통하여 최적화될 수 있다[2]. 표준데이터는 업무처

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에 NamingRule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표준 항목명을 부여하여 항목명이 중복되지 않고 의미전달이 

명확하도록 명명함으로써 데이터를 정확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3].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NamingRule 

규정을 위한 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목명을 표준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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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데이터 표준화는 데이터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용어는 용어명, 영문명, 약어명, 정의 

등을 포함하며[4] DB생성을 위한 표준화체계를 위해 기관별로 구축하

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잘 알려진 표준화 방법론으로 Oracle사에서 

소개하는 As-Is분석, 표준화체계설계, Cleansing 및 시스템 구축 

절차는 따르는 방법론이 있다[5]. 다만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일관되게 표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표준화된 

NamingRule 없이 데이터셋이 생산된 경우 비표준화된 항목명을 

표준화할 수 있는 사전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항목명을 

도출할 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I. Column Name Standardization System

데이터 표준화는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항목, 표준코드의 조합

을 통하여 최적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표준항목 정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참조사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항목명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참조사전을 구축할 때에는 이음동의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여야만 

데이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1. Column name collection

데이터 표준화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셋의 범위를 지진, 침수, 

미세먼지와 관련한 데이터셋 250종으로 제한하고 이들 데이터셋이 

포함하고 있는 항목명을 분석하였다. 항목명 분석을 위해 데이터셋이 

포함한 항목명을 공백, 탭, 줄바꿈, 따옴표 등 특이점을 제거하고 

DB로 구축하였다.

2. Implementation of reference word dictionary 

본 연구에서는 표준 항목명의 기준이 되는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공개된 데이터사전을 참조사전으로 우선 활용하였다. 참조사전은 

‘행정표준용어 ’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두 

사전이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행정표준용어’의 내용을 우선 

참조하였다. 두 개의 사전은 용어의 설명과 영어표현, 약어를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테이블 생성시 컬럼명 표준화에 유용하다. 항목명 표준화

를 위해서는 같은 뜻의 서로 다른 단어사용을 지양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명칭’과 ‘~명’은 같은 뜻으로 인식하여 ‘건물명’과 ‘건물명칭’을 

같은 항목명으로 표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사어의 관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어 관리를 위해 동일한 영어표현을 사용하는 

단어를 선정하여 이들과 동시 출현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는 경우 

유사어로 등록하였다. 참조사전 구축 시 유사어를 표시하였다. 즉 

‘설치 년도’와 ‘설치연도’의 경우 ‘년도’와 ‘연도’에 ‘설치’이라는 

단어가 동시출현한 동일한 단어로 식별되어 두 단어는 유사어로 

등록한다. 대표 단어는 출현순서에 따라 선정하였다. 표준화를 위한 

참조사전 스키마는 표1과 같이 설계하였다. 

단어

ID
한글명 영문명

영문

약어

대표단어

ID
출처

1 년도 YEAR YEAR 1 행정

2 연도 YEAR YEAR 1 공공

Table 1. Reference Word Dictionary Design

3. Implementation of standard word dictionary

제안하는 시스템은 항목을 구성하는 단어의 한글명, 영문명, 영문약

어, 대표단어를 Standard word dictionary에서 매칭하여 항목명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andard word dictionary 구축을 위해 

수집한 항목명을 Tokenizer가 space나 기호기준으로 분리하고 이 

분리된 음절뭉치를 Reference word dictionary와 비교하여 매칭되는 

단어를 Standard word dictionary에 저장한다. 이후 Standard word 

dictionary에 저장된 단어를 기준으로 Tokenizer가 앞, 뒤 음절뭉치를 

다시 구분해내고 구분된 음절뭉치가 참조사전과 매칭되는 경우 

Standard word dictionary에 저장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단어 분리와 

Standard word dictionary 저장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참조 

기초사전과 매칭되지 않는 단어는 사전등록 후보단어로 지정하여 

Candidate word dictionary에 저장하였다. Candidate word 

dictionary에 후보단어를 저장할 때 기 저장된 단어와 비교하여 매칭 

될 경우 출현빈도 값을 증가시켜 후보단어 중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후보단어 중 20회 

이상 출현한 단어 17개를 Standard word dictionary에 임의로 추가하

여 사전확장에 따른 표준화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Standard 

word dictionary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of standard word dictionary 

management system 

4. Implementation of standard column name system

표준화가 필요한 항목명은 단어 단위의 표준화를 먼저 실현할 

후 표준단어를 조합하여 표준항목명으로 추천한다. 테이블의 컬럼명 

생성을 위해 표준항목명은 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을 각각 조합 

Rule따라 조합 후 Return한다. Standard column name management 

system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Fig. 2. System Architecture of standard column na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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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tandardization Result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목명의 의미가 명확한 257종 데이터셋을 

한정하여 항목명을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를 위해 Reference word 

dictionary는 14만 건을 구축하였으며 14만 건의 데이터의 영문명 

비교를 통해 유사어 64건이 도출되었다. 표2는 정의된 유사어의 

예이다.

영문명 유사어

AGE 연령, 나이

ALL 전체, 전부

BREADTH 폭, 너비

Table 2.Examples of Defined Synonyms

수집한 데이터셋으로부터 항목명을 추출하는 프로스램을 개발하여 

전체 항목명 3,850건을 DB로 구축하였고 Tokenizer를 이용해 중복포

함 10,811건의 단어를 분리하였고 Reference word dictionary와 

매칭하여 255건의 Standard word dictionary를 구축하였다. 255건의 

Standard word dictionary와 매칭되는 단어는 10,811건 중 7,821건

으로 전체 단어 중 72.3%의 표준화가 가능했다. 항목명의 모든 단어의 

표준화가 가능했던 항목은 2,010건으로 전체 항목의 52.2%이다. 

제안한 항목명 표준 시스템을 통해 항목명을 표준화한 예는 표 3과 

같다.

Before
After

한글명 영문약어

남자인구수 남성 인구 수 MALE_POPLTN_CNT

대부(허가)기간 대부 허가 기간 LOAN_PRMSN_PD

도로폭합 도로 너비 합계 ROAD_BT_SM

Table 3. Standardization Result

유사어를 적용하여 표준화한 단어는 1,248건으로 11.5%의 유사어

를 대표어로 표준화할 수 있었다. Candidate word dictionary에 

저장된 단어는 710건이며 1회 출현한 단어는 339건 이다. 후보단어 

예는 표 4와 같다.

ID 구분단어 출현빈도

12 개소 35

25 cm 78

39 베릴륨 5

55 ㎡ 5

Table 4. Example of Candidate words

본 연구에서는 20번 이상 출현한 단어 21건을 Standard word 

dictionary에 추가하여 표준화 증가율을 측정하였다. 21건 단어를 

추가하여 1,039건 단어와 121개 항목을 추가로 표준화 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Standard word dictionary에 단어를 추가하면서 표준화된 

단어와 항목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Fig. 3. Changes in result value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standard words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Reference 

word dictionary와 Standard word dictionary 기반의 항목명 표준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공개된 표준단어사전을 활용

하여 유의어와 표준단어 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 항목명

을 제공한다. 항목명 표준화 시스템에 기 구축된 데이터셋의 항목명을 

입력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항목명을 입력하면 항목명 표준화 

시스템은 표준화된 한글 항목명과 영문 항목명, 그리고 테이블 설계에 

사용하는 영문 약어명을 출력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테이블 설계에 활용하거나 기 구축된 데이터셋을 표준화하는데 적용하

면 일관된 데이터 해석이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한 

시스템은 향후 기계학습 기반의 유의어 확장기능을 통해 참조사전을 

확장하고 구축된 참조사전을 타 시스템과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표준

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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