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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들은 인터넷, 이벤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대한 양의 고객 주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
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 주소 데이터는 DM발송 등을 통한 마케팅 및 캠페인에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인다. 그러나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의 일부는 띄어쓰기가 정확하지 않
은 주소, 정보가 누락된 주소, 오타가 있는 주소, 구주소 등의 입력으로 주소의 표준 형태를 갖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다. 또한 2007년 4월부터 부분시행예정인 신주소 체계를 위해 기존의 주소를 적절히 변환해
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주소를 표준 형태의 정확한 주소로 변경하는 효율적인 
주소 정제 시스템을 제안하고 개발한다. 본 시스템은 먼저 입력 주소의 유니코드 분석을 통한 한글 입력 
오류 교정과 해쉬테이블을 이용한 건물명의 표준 형태 변환을 수행한다. 이 과정이 완료된 주소들은 주소 
트리 모델 구축을 통해 띄어쓰기가 부정확한 주소의 처리, 역주소테이블(inverted address table)을 이용
한 누락 주소의 처리(enrichment), 구주소에 대한 트리 모델을 생성한 신주소 변환 처리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정제하게 된다. 실험을 위해 오타와 띄어쓰기, 누락된 정보가 있는 주소를 생성하여 타 정제 시스템
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생성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기존 주소 정제 시스템의 오류율 7.5% 보다 제안 
된 방법으로 개발된 본 시스템의 오류율이 0.45%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기업들은 DM(direct mail) 발송 등을 해 인터

넷, 이벤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 한 양의 고객 

주소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게 수집된 고객 주소는 

DM 발송 등을 통한 마   캠페인에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

는 고객 데이터로 사용된다.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는 일

반 으로 띄어쓰기가 정확하지 않은 주소, 정보가 락

된 주소, 주소에 오타가 있는 주소, 변경되기 의 구주

소 입력 등으로 일 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일 성 없는 고객 주소를 사용하여 등록된 고객에

게 마 을 수행하는 것은 과 한 비용 손실을 유발시

키는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일 성 없는 주소의 

품질(data quality)을 높이기 한 주소 정제 시스템인 

AddressCleans을 제안한다. AddressClean은 한  입력 

오류(typing error)에 하여 정제가 불가능한 기존 시스

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유니코드 분석과 한  유

사도 비교를 사용하여 한  입력 오류를 수정한다.
  본 논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정보통신부에

서 2000년 5월 1일자로 변경 고시한 주소 체계와 개편된 우

*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력사업

(10581cooperateOrg93111)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편번호의 구성과 체계, 우편번호 부여 방법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주소 정제의 종류에 해 간단히 기술하고, 재 주소 

정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정제 시스템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ddressClean의 구성과 

처리 방법 그리고 띄어쓰기가 정확하지 않은 주소, 정보가 

락된 주소, 오타가 있는 주소, 구주소 입력 등을 정제하는 각

각의 과정에 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제 주소 데이터와 

테스트를 해 생성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AddressClean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2. 련 연구

  효율 인 주소정제를 해서는 재 우편번호 체계와 

주소에 한 우편번호 부여 방법 등에 한 분석이 먼  

이루어져야한다. 본 장에서는 2000년 5월 1일자로 변경

된  우편번호의 구성  체계, 우편번호 부여 방법을 

분석하고 2007년 4월 주소 개정된 주소 체계를 알아본

다. 한 재 주소 정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시스템 황을 분석한다.
2.1 재 우편번호 체계

  재 사용하고 있는 우편번호는 1970년 7월 최 로 제

정되어 2000년 5월 1일 <그림 1>과 같이 최종 개편되

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편번호 부여 방법은 정보통신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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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시한 '우편번호 찾는 법'을 기 으로 부여된다. 발송

용 번호는 지역별 구분을 한 번호이며 배달용 번호는 

배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해 부여되는 번호로서 기본

으로는 수취인 주소에 다량배달처* 건물명이 있는 경

우와 다량배달처 건물명이 없는 경우로 나 어진다[1].

그림 1. 우편번호 구성  체계

다량배달처 건물명이 있는 경우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있는 경우 그 건물명이 다량

배달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다량배달처 우편번

호가 별도로 부여된 건물인 경우 지번단  우편번호에 

우선하여 다량배달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 1동 4번지 거평빌딩 302호

  - 거평빌딩의 올바른 우편번호 : 135-726 (○) 
  - 행정동†(논 1동)으로 잘못 기재 : 135-011 (×)
  - 법정동‡(논 동)으로 잘못 기재 : 135-010 (×)
  - 지번(4번지)으로 잘못 기재 : 135-811 (×)  

표 1. 다량배달처 건물명이 있는 경우의 

  <표 1>에서 거평빌딩은 다량배달처로 구분되어 있으

므로 ‘135-726’이라는 우편번호를 부여해야 정상 인 

우편배달이 가능해 진다. 만약 거평빌딩을 다량배달처로 

구분하지 않으면 그 상  주소의 우편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정확한 우편 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 
다량배달처 건물명이 없는 경우

  건물명이 있더라도 다량배달처 건물이 아닌 경우 는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없고 주소지 번지만 있는 경우

에는 그 번지에 해당하는 지번단  우편번호를 기재하

며, 읍/면 지역은 리단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다음과 

같은 <표 2>의 경우 우빌딩은 다량배달처로 구분되

어 있지 않은 건물이므로 그 상  주소인 지번단 로 우

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 1동 4번지 우빌딩 101호

  - 논 1동 4번지의 올바른 우편번호 : 135-811 (○)
  - 행정동(논 1동)으로 잘못 기재 : 135-011 (×) 
  - 법정동(논 동)으로 잘못 기재 : 135-010 (×)  

표 2. 다량배달처 건물명이 없는 경우의 

2.2 도로명 주소 체계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표기’에 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소 리 방법이 변경되었다. 이는  주

소 체계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수탈  조세 

* 1일 배달물량 500통 이상인 형 빌딩  기  아 트 등 공동주택

† 행정동은 효율 인 행정 운 을 할 수 있게 더 세분화한 동

‡ 법정동은 호 과 같은 공식 문서상에 표기되는 땅이름

징수를 목 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 방식으로 격한 경

제 개발과 인구 증으로 인한 토지 이용 다변화로 종래 

방법을 그 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

명 주소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 주소 체계: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숭실 학교

도로명 주소 체계: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50 숭실

학교

  도로명 주소 체계는 2007년 4월 재 역시를 심

으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까지 새 우편번호를 도입하여 

2012년에 완  변경할 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 

비 부족으로 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새 주

소 시행이 확정되지 않고 있고, 복 도로명이 많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이용한 주소정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2.2 주소 정제 시스템

2.2.1 주소 정제 시스템의 기능 개요

  주소 정제 시스템이란 입력된 주소에서 오류 정보를 

검출하고 정형화된 주소 정보로 변화하여 올바른 우편번

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우편번

호와 표  주소 형태를 같이 장․ 리하는 기능을 포함

한다. 이러한 주소 정제 시스템은 일반 으로 <표 3>과 

같은 기능들을 가진다.

기능 설명

주소

표 화

◦ 생략된 다량배달처 표 을 복원 표기

◦ 동일 공동 주택이나 빌딩에 해 여러 형태의 

명칭으로 표 된 것을 우편번호에서 제공하는 다

량배달처의 명칭을 기 으로 변경

◦ 지번을 한 가지 형태로 표기

주소

정형화

◦ 주소 구성 요소 세분화

◦ 주소 구성 요소 간격 정리

 - 행정명칭 간격 조정

 - 건물명칭과 부속층의 간격 조정  구분 표기

Enrichm
ent

◦ 번지 추가 기능

◦ 동, 리 명 추가 기능

◦ 동, 리 명 오타 수정 기능

신

우편번호

변환

◦ 지번그룹 우편번호 변환 기능

◦ 리 우편번호 변환 기능

◦ 다량배달처 우편번호 변환 기능

표 3. 주소 정제 시스템의 기능 개요

  <표 3>에서 주소 표 화는 입력된 주소에 우편번호에

서 제공하는 다량배달처의 명칭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교

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리고 주소 정형화는 주소를 쓰

는 형식에 련된 사항으로 입력된 주소의 형태가 올바른

지를 단하고 수정하는 기능이다. 한 Enrichment는 

세부 인 주소를 단하는 기능이며 신 우편번호 변환은 

번지를 더 세분화하여 우편번호를 부여하는 기능이다.
2.2.2 기존 주소 정제 시스템

   기존 주소 정제 시스템은 수지원넷[2], 이스턴 테크

놀로지[3], 공 DBM[4], OPENmate[5] 등에서 개발되

었으나, 한  입력 오류나 한  오타, 락 주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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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가 불가능 하다. 각각의 시스템 성능은 <표 4>와 

같다.
업 체 정확도 처리속도

이스턴

테크놀로지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수지원넷 약 95% 2,000 건/
공 DBM 78% 167 건/

OPENmate 서울 : 약 95%
국 : 약 90%

43.37 건/
1만건 : 약  4분

10만건 : 약 23분

표 4. 기존 주소 정제 시스템의 성능 비교

3. AddressClean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주소 정제 시스템인 

AddressClean을 제안한다. AddressClean은 사용자가 주

소를 입력하면 처리 단계를 거친 후 공백으로 문자를 

분리하고 표 어 DB에서 검색하여 구조화된 틀에 입력

하는 싱 모듈을 수행한다. 싱된 결과가 우편번호 DB
에 존재할 경우에는 신 우편번호 변환 모듈에서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우편번호 DB에 싱된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 정제 과정을 수행 한다. 만

약 주소 정제 과정을 수행한 후에도 우편번호 검색이 되

지 않을 경우 해당 주소를 오류 DB에 장한다. 
AddressClean의 시스템 구조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AddressClean 시스템 구성도

3.1 처리 모듈

  AddressClean의 처리 모듈에서는 원시 주소의 입력 

오류(typing error)를 처리하고 다량배달처로 등록된 건

물명을 표 화 형태로 변환한다.

 

성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성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종 

성

' ', 'ㄱ', 'ㄲ', 'ㄳ', 'ㄴ', 'ㄵ', 'ㄶ',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ㅄ',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표 5. 유니코드의 성, 성, 종성 배열

3.1.1 원시 주소의 입력 오류 처리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한  주소 입력 시 타이핑 실

수로 인하여 "ㅅ ㅓ울", "서우ㄹ" 등 자음과 모음이 떨어

지게 입력되는 경우, 이를 올바른 주소로 변환하기 하

여 한  입력 체계인 유니코드(unicode)[6]를 사용한다. 
유니코드는 사용 인 랫폼이나 응용 로그램, 로

그래  언어에 계없이 문자마다 고유한 숫자를 제공하

기 하여 제정된 표 이다. 유니코드 한 체계를 살펴보

면 한 의 모든 자소를 ‘AC00’~‘D7A3’ 사이의 코드에 

응시키고 성의 종류에 따라서 유니코드 범 가 나뉜

다. 유니코드의 자모의 범 는 ‘1100’~‘11FF’이고 성, 
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완성형의 경우 범 가 ‘3130’~ 

‘318F’이다. 따라서 앞의 <표 5>와 같이 성, 성, 종

성을 유니코드의 순서 로 배열한다. 원시 주소의 입력 

오류 처리 과정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문자의 유니

코드 배열을 이용하여 올바른 문자로 변경한다.   
3.1.2 시/도, 건물명 표 화

  시/도, 건물명의 표 화 단계에서는 주소 검색을 효율

으로 하기 하여 표 화 되지 않은 시/도와 건물명을 해

시테이블을 이용하여 표 화한다. 시/도와 건물명 표 화 

과정은 <그림 3>과 같으며, 시/도 해시테이블과 건물명 

해시테이블을 이용한다. 시/도 해시테이블은 16개의 시/도
에 한 표 어를 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가 입력한 주소에서 표 화 되지 않은 시/도 형태를 표  

형태로 변환해 다. 건물명 해시테이블은 14개의 건물명

에 한 표 어를 정리하여 장한 것으로 사용자가 자주 

입력하는 건물명 형태를 표  형태로 변환한다.

그림 3. 시/도, 건물명 표 화 과정

3.2 싱 모듈

  주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부분

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도서를 나타내는 상

주소이고, 두 번째 부분은 번지, 산 번지, 건물명, 층, 호 

등을 나타내는 세부주소이다. 따라서 이를 표 하고 정

확하며 효율 인 상 주소의 검색을 한 주소트리를 

<그림 4>와 같이 제안한다. 주소 트리는 2005년 5월 

24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한 우편번호 일을 바탕으

로 생성한 것이며, 생성된 트리의 각 노드에 한 설명

은 <표 6>과 같다. 주소 트리는 가상의 루트 노드인 

L0을 기 으로 L1에는 시/도가, L2에는 각 시/도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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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ddressClean의 주소 정제 과정

하  시/군/구가 존재한다. 이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의 경우처럼 도 하 에 시/군/구에 해당하는 필

드가 “고양시 일산동구”와 같이 두 개로 나 어지면 L2
와 L22로 구분하여 노드를 생성한다. L3에은 L2의 각 

시/군/구가 갖는 하  읍/면/동이 존재한다. 주소 트리의 

루트에서 모든 단말노드인 LE까지의 경로에는 반드시 

L1에서 L3의 노드를 가지며, 그 외의 경우 리/도서, 다

량배달처, 산번지 등 번지의 존재에 따라 각각의 노드가 

추가 된다.

그림 4. 주소 트리

노드 

타입

주소

구분

노드

수

노드 

타입

주소

구분

노드

수

L1 시/도 16 L5 도서 126
L2 시/군 234 DE 다량배달처 11,258
L22 구 BU 번지

L3 읍/면/동 6,142 SA 산번지

L4 리 17,623 LE 우편번호

표 6. 주소 트리의 노드 타입

  AddressClean의 싱 모듈에서는 주소 트리를 이용하

여 주소의 싱을 수행한다. 사용자의 입력 주소의 앞 

토큰부터 주소트리의 노드가 갖는 주소 토큰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입력 주소의 다음 토큰과 노드의 하 노

드가 갖는 주소 토큰의 비교과정을 반복하여 싱과정을 

수행한다.
3.3 신 우편번호 변환 모듈

  싱 모듈에서 주소 트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입력주

소를 싱하고 싱된 결과를 정형화된 주소 틀에 장

한다. 이때, 주소 싱 과정에서 주소트리의 단말노드까

지 검색된 경우 정상주소로 분류하여 신 우편번호 변환 

모듈에서 우편번호를 부여하고, 단말노드까지 검색이 안 

된 경우 오류주소로 분류하여 주소 정제를 수행한다. 신 

우편번호 변환 모듈은 싱된 정보를 사용하여 상 주소

와 세부주소를 구분한다. 상 주소와 세부주소에 포함된 

읍/면/동, 다량배달처, 산번지, 번지의 정보 유무에 따라 

다량배달처, 번지, 행정동, 법정동 순으로 우편번호를 부

여한다. 
3.4 주소 정제 엔진

  AddressClean의 주소 정제 엔진에서는 싱 모듈에 의

해 싱된 주소를 정제한 후 주소 트리의 단말노드까지 

검색하여 단일 노드가 검색되었을 때 우편번호를 부여한

다. 만약 우편번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주소 정제 엔진

을 이용하여 주소가 정제되게 된다. 주소 정제 엔진에서

는 정확한 주소를 찾고 자주 나타내는 유형의 오류 주소

를 처리하여 주소 정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그림 5>와 같이 9개의 단계를 순차 으로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확한 띄어쓰기 정보를 가진 주

소와 주소 정보(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도서)  하나

의 벨이 락 된 경우에 한 주소를 처리하며 주소 

정제에서 이 단계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

로 주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 트리를 이

용하여 주소가 정제된다.
유사도

 






 글자수
  번째음절에서정확히일치한자소의수

(식 1)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오타 주소에 한 오류 정제를 수

행한다. 주로 한자어표기에 따른 오류(  : 용리 -> 
룡리)나 주소 입력 시 생길 수 있는 오타(서울->사

울) 등을 처리한다. 오타 주소의 정제방법은 <그림 6>
과 같이 시도 표 어 형태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도서의 단어를 기 으로 입력된 주소를 분리하고 다

시 자소단 로 분리하여 단  주소 간의 유사도를 비교

한다. 이 때 단  주소간의 유사도는 (식 1)과 같이 

성, 성, 종성 별 일치 개수를 체 자 수로 나  값

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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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타 주소 정제

  이 게 구해진 유사도는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만족할 

때 선택된다. 임계값의 기 은 최 한 허용할 수 있는 

오타의 범 를 의미하며 <표 7>을 참조하여 정하 다. 

 서울(6) 동작구(9) 남양주시(12) 노량진1동(15)
1자소 0.83(5) 0.88(8) 0.92(11) 0.93(15)
2자소 0.66(4) 0.77(7) 0.83(10) 0.86(13)
3자소 0.50(3) 0.66(6) 0.75(9) 0.80(12)
4자소 0.30(2) 0.55(5) 0.66(8) 0.73(11)

표 7. 주소 오타 허용 범

<표 7>에서 열의 호 안 숫자는 단  주소의 자소의 

총 개수를 의미하고 행은 몇 개의 자소에서 오타가 발생

했는지를 보여 다. 임계값이 무 낮을 경우에는 오타

에 한 허용기 이 느슨하여 검색의 효율성이 떨어지

고, 임계값이 무 높을 경우에는 오타의 허용기 이 엄

격해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시스템

에서는 임계값을 1, 2자소의 오타만 처리하도록 0.83으

로 설정하 으며 <그림 7>과 같이 임계값 이상을 만족

하는 항목의 값을 선택하여 주소를 정제한다.

그림 7. 구주소 트리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

로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되기 이 의 구주소가 입력

되었을 때 이를 신주소로 변경하는 단계이다. 를 들어

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경우 2005년 5월 일산동

구와 일산서구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경기 고양시 일산

구 마두1동"과 같은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

1동"으로 정제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그림 8>과 

같은 구주소 트리를 이용하여 구주소를 정제 하며 생성

된 구주소 트리의 단말노드에는 새롭게 변경된 주소가 

치한다. 구 주소 변경을 이용하여 신 주소체계가 확립

되는 2008년 이후에는 효율 으로 구 주소를 신 주소로 

수정 할 수 있다. 

그림 8. 한  오타 처리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모

든 주소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특정한 정보만 입력하

을 때 수행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읍/면/동의 이

름을 키(key)로, 해당 읍/면/동 이름의 상  주소를 값

(value)으로 지정하여 구성한 역 주소테이블을 이용한다. 
단, 이 경우에는 읍/면/동의 이름이 유일한 경우에만 정

제된다. 이 단계에서 이용하는 역 주소테이블의 는 

<표 8>과 같다.

키 값

강동면 강원 강릉시

용호동

경남 창원시

경북 김천시

 덕구

부산 남구

... ...

표 8. 역 주소테이블의 

  마지막 아홉 번째 단계에서는 주소트리에서 단말노드까

지 검색이 되지 않았거나 두 개 이상의 주소가 검색되는 

경우를 처리한다. 만약 법정동 정보만 이용하여 주소에 

우편번호를 부여해야할 경우에는 법정동 정보만을 이용하

여 우편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 두 개 이상의 주소가 

검색되는 경우에는 주소 정제를 실패(reject)하게 된다. 
를 들어 원시 주소가 “연수동 유원1차 아 트”인 경우 

연수동이 “인천 연수구 연수동”과 “충북 충주시 연수동”처
럼 두 개의 동이 존재하므로 정제를 실패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소 정제 시스템인 AddressClean
은 다양한 어 리 이션과의 효율 인 통합을 하여 

Java 랫폼에서 개발되었으며 실험에 이용된 시스템은 

Pentium(R) 4 1.7GHz, 512MB 메모리, 운 체제는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SP2를 사용하 다. 
4.2 수행 속도  정확도 평가

  AddresssClean의 정확도와 수행 속도를 측정하기 

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주소 데이터 3,394건과 주소에 오

류가 존재하지 않는 10만건의 데이터를 구축하 다. 실

제 데이터는 표 화 되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오류율을 

측하기 하여 체 데이터 3,394건에서 200건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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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샘 링하여 사용하 으며 10만건의 데이터는 오

류가 존재하지 않는 200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실험 데이터이다. <표 9>의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3,294건의 실제 데이터  27건만 정제에 실패 하

다. 체 데이터의 오류율을 알아보기 해 200개를 샘

링하여 오류 주소를 검사한 결과 잘못 정제된 5개의 

주소를 발견하 다. 이를 바탕으로 체 정제 오류를 계

산한 결과 3,394개의 데이터에서 약 2.5%인 85개정도의 

주소가 잘 못 정제될 것으로 측 되었다. 오류가 없는 

10만건의 데이터를 정제한 결과 정제에 실패한 경우는 

없었으며, 체 소요시간은 376 로 1건당 약 4ms의 시

간이 소요되었다.

실제 

데이터

(3,394건)

정제 건수
 정제 성공 : 3,367건 (99.2%)
 정제 실패 : 27건 ( 0.8%)

정제

소요시간

 1건당 평균 : 4.35ms
 체 시간 : 14,776.09ms 

오류율
 200건내 오류 : 5/200 (2.5%)
 상 오류 개수 : 85/3394

실험 

데이터

(10만건)
정제 건수

 정제 성공 : 100,000건 (100%)
 정제 실패 : 0건 ( 0%)   

정제 

소요시간

 1건당 평균 : 3.76ms
 체 시간 : 376,490.22ms 

표 9. 실험 결과

4.3 성능 비교

  기존의 다른 주소 정제 시스템들과의 비교를 하여 우

편번호가 있는 80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타와 락, 
띄어쓰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각각 80건씩 생성하 다. 
이러한 데이터를 AddressClean과 S업체의 주소정제 시스

템, E업체의 주소정제 시스템으로 각각 주소 정제를 수행

하 으며 오류율에 한 비교 결과는 <표 10>과 같다.

AddressClean S업체 시스템 E업체 시스템

오류
정제 

실패

오류

율
오류

정제 

실패

오류

율
오류

정제 

실패

오류

율

띄어

쓰기
0 0 0.00 1 1 1.27 5 2 6.41

오타 1 7 1.37 2 17 3.17 4 59 19.05
락 0 4 0.00 2 8 2.78 7 23 12.28

합계 1 11 0.43 5 26 2.24 16 84 10.26

표 10. 기존 시스템과의 오류율 비교

  비교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ddressClean은 다

른 주소정제 시스템에 비하여 띄어쓰기, 오타, 락 주소 

모두 낮은 오류율을 보 으며, 특히 정제 실패 비율도 

4.5%로 기존의 주소 정제 시스템인 S업체(10.8%)와 E
업체(35%)에 비하여 우수함을 확인하 다. <표 10>에

서 오류는 정제를 수행 했으나 틀린 경우이고 정제 실패

는 해당 정제 시스템에서 정제를 할 수 없는 데이터로 

분류하여 정제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다. 오류율은 실

질 으로 정제 과정을 거친 주소  오류가 발생한 경우

만을 평가한 것으로 (식 2)와 같이 계산하 다.

오류율 전체주소수정제실패수
정제결과가틀린주소의수  (식 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ddressClean과 기존의 다른 시

스템들의 당 처리 속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

다. AddressClean은 어셈블리어로 개발되어 처리 속도가 

빠른 S업체의 주소 정제 시스템 보다는 느리지만, 
AddressClean과 같이 일반 고  로그래  개발 언어로 

개발된 O업체와 G업체의 주소 정제 시스템 보다 빠른 처

리 속도를 보인다. S업체의 시스템은 어셈블리언어로 개발

하여 유지보수와 로그램 업데이트가 매우 어렵지만 

AddressClean은 Java 랫폼에서 개발되어 유지보수와 

로그램 업데이트가 S업체의 시스템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주소정제 시스템 당 처리 속도 비고

AddressClean 266건

S업체 약 2,000건
어셈블리어로 

개발됨

O업체 43건

G업체 167건

표 11. 기존 시스템과의 당 처리 속도 비교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주소정제 시스템인 

AddressClean을 개발하 다. AddressClean은 일 성 없

는 주소를 표  형태로 변환하기 하여 주소 트리 생성

을 통한 정확한 주소 검색, 유니코드 분석을 이용한 한  

입력 실수 정제, 역 주소테이블을 사용한 락 주소 정

제, 한  유사도 비교를 이용한 오타 주소 정제 방법들을 

제안하여 개발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정확한 주소에 

해서는 당 약 266건의 정제가 가능하고 80개의 오타

와 락, 띄어쓰기 오류 등 정확하지 않은 주소에 해서

는 이미 제안된 타 정제 시스템 보다 정제율은 높고 오류

율은 음을 확인함으로서 제안한 정제 방법들의 타당성

을 검증하 다. 따라서 AddressClean은 다른 주소정제 

시스템에 비하여 주소정제가 정확하고 빠르며, 구주소 변

환 모듈을 이용하여 주소 체계가 변경 된 후에도 사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일 성 없고 부정확한 주소를 정제함으

로써 잘못된 주소로 DM을 발송할 때 생기는 비용을 

약할 수 있으며, 개인화 정보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

여 활용이 가능하다. 한, 고객의 지역별 성향, 거주 지

역의 환경에 한 정보와 교통  서비스에 련된 정보

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타깃 마 에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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