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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인터넷이 기업의 경영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의 일상생활에 기반이 되고 웹 콘텐츠가 폭발

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터넷은 신문, 방송, 잡

지 등 대중매체로부터 개인의 일상을 기술한

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정보량의 증가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공유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며, 

표절(plagiarism)과 저작권 침해라는 새로운 사

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표절은 다른 사

람의 글을 취하여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행세

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로서, 저작권표준용

어집 에서는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표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글

(Google)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

이트의 검색결과 순위를 낮추도록 검색알고리

즘을 개선하였으며, 미국 하원은 인터넷에서 저

작권이 침해된 경우 법적으로 웹사이트의 접속

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저작권침해 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을 제출하였다(Perez, 2012). 

* 황인수, 전주대학교 스마트미디어학부 교수, inso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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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

킬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에서 정보의 바람직

한 유통 및 활용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

절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연구논문이나 신문기사 등의 저작권 침

해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중앙관리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며, 둘째는 표절로 의심되는 문서

간의 유사도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Liu et al., 2007).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

는 방법에는 문장에서 인접한 N개의 음절을 추

출하여 상호 비교하는 N-gram 방식, 문장의 변

형을 고려하여 문장 내 일부 문자열을 비교하

는 문자열 비교 방식, 색인어를 추출하여 가중

치(‐)를 부여하는 벡터공간모델, 그리고

단어와 문서 간의 행렬로부터 의미적 관계정보

를 추출하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 방

식 등이 있다(지혜성.조준희.임희석, 2010). 그

러나 N-gram, 문자열 비교, 그리고 벡터공간모

델은 단어나 어절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여

우연히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표절로

인식하는 단점이 있으며, LSA 방식은 문장에

사용된 단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표절하지 않은 문서

를 표절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장에 사용된 단어 간

의 관계를 통해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연

히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경우 표절검사에서

제외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의 연관분석기법

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문장으로부

터 추출한 형태소(말뭉치, corpus)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문장을 이루는 형태소들로 장바구니

(basket)를 구성한 후, 문서 간에 장바구니를 비

교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유사도 결정 방법 및

연관분석에 대해 기술하며, 3장에서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표절검사 및 문서분류를 위한

연관분석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

는 알고리즘의 적용사례를 기술하며, 5장에서

는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한 후 향후 연구방향

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2.1 유사도 계산 방식

문서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N-gram 

방식, 문자열 비교방식, 벡터공간모델 방식, 

LSA 방식 등이 있다(지혜성.조준희.임희석, 

2010). 

2.1.1 N-gram

N-gram은 문장에서 인접한 N개의 음절을 말

하는 것으로서, N-gram 방식은 문장으로부터

N-gram을 추출한 후 문장 간 비교를 통해 유사

성을 판단하는 표절검사 방식이다(Paul, 2002). 

N-gram 방식에서는 문서 내 각 문장에서 빈칸, 

마침표, 쉼표 등에 따라 단어 또는 어절을 구분

한 후, 각 어절들로부터 N-gram을 추출한다. 예

를 들어, “표절검사”라는 어절에서 bi-gram(2문

자)은 “표절”, “절검”, “검사”가 되며, tri-gram(3

문자)은 “표절검”, “절검사”가 N-gram으로 추

출된다. 이 때, 어절의 글자가 N보다 작은 경우

에는 전체 어절을 하나의 N-gram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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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문장으

로 판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N-gram 방식은 문

장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생성되는 N-gram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저장공간과 처리시간을 필요로 하며, 관련 없는

어절이 N-gram에 의해 일치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2.1.2 문자열 비교

문자열 비교방식은 전체 문장이 아닌 문장

내 일부 문자열이 비교 대상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문장의 일부 단어를

삭제, 추가, 혹은 변형시킨 경우에도 표절로 검

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몇 개 단어

가 일치되어야 표절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

부에서는 2008년도에 제정한 표절 가이드라인

에서 “6단어 이상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를 표절 판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문자열

비교방식이 문장의 일부분을 변형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응하여 표절을 검출하지만, 어순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삽입 혹은 삭제한

경우에는 표절을 검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1.3 벡터공간 모델

벡터공간 모델은 정보검색에서 사용하는 벡

터공간 모델을 표절검사에응용한 것으로, 표절

검사 대상 문장으로부터 색인어를 추출하여 벡

터로 표현한다(Narayanan, 1995). 색인어에 가

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  방식을 주

로 사용하며,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다이

스 유사계수, 자카드유사계수, 내적 계수, 코사

인 유사계수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사인

유사계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벡터공간 모델

은 계산과정이 단순하고, 단어의 배열 순서에

무관하며, 정규화된 유사도 값을 얻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색인어에 기반하여 표

절을 검사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치하는 색인어

를 표절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색인어로 변형한 경우에는 표

절을 검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1.4 LSA(Latent Semantic Analysis)

LSA 방식은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관계

를 분석하여 표절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문서의

의미관계를 찾기 위해 통계 및 선형대수를 이

용한다(Georgina, 2012). LSA는 각 문서의 문

장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단어벡터와 문서벡터

로 이루어진 행렬(matrix)로 구성한 후, 특이값

분해(Singular Vector Decomposition, SVD)를

통해 단어-단어, 단어-문서, 문서-문서로 이루

어진 3가지의 행렬을 형성한다. 단어-단어 행렬

은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의미

하는 공기(co-occurrence)패턴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LSA에서 언어의 개념적인 유사

정보로써, 각각의 점들로 이루어진 단어벡터나

문서벡터들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이동욱등, 2012). LSA는 단어의 의미

적 관계를 이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장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의미적 유사도를측정하기 때

문에 단어의 개수가 한정적이며, 유사성이 낮은

문장이 의미적 관계에 따라 표절로 판정되는

등 정확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지혜성.조

준희.임희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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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관분석

2.2.1 연관분석의 개념

연관분석은 (Agrawal et al., 1993)이 제안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하나로서, 장바구니 분석

을 통한 상품추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연관분석은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각거래

에 동시에 포함되는 상품들을 연관규칙으로 표

현하는 데, 연관규칙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간

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1) 개의 상품(product)으로 구성된 집합을

      라고하고, 로부터

임의로 개의상품을선택하여구성한집합

을      이라고 하면, 

 ⊆   가 되는데, 여기서 을 장바구니

(basket)라고한다.

정의2) →의연관규칙이존재하기위해서는다

음의조건을만족해야한다.

① 개의장바구니에서과 를모두포함하

는장바구니가   이상존재해야

한다. 

② 을포함하는장바구니의   이

상이 를포함하고있어야한다.  

위에서①은 하나의 상품 혹은 일련의 상품이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지지도(support)

라고 하며,   혹은 →로 표현

한다. 또한②는 을 포함하는거래에 가 동

시에 포함되는 조건부 확률로 신뢰도

(confidence)라고 하며, →

을 의미하는 →로 표현한다. 

정의3) 상품 과 간의 향상도(lift) 또는 관심도

(interest)는 상품간의 영향력을 나타나며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Silverstein et al. 1998).

  

→




향상도는 상품 가 과 함께 판매된 거래

와 상품 가 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판매된

거래의 비율이다. 따라서 향상도가 1이라는 것

은 가 에 영향을 받아서 판매되는 비율과

가 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판매되는 비율이

같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두 상품은 서로

독립이다. 또한, 향상도가 1보다 크면교차판매

의 효과를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완재의

성격을 가지며, 향상도가 1보다 작으면 의 판

매가 오히려 의 판매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체재의 성격을 갖는다(Brijs et al. 1999).

2.2.2 단어의 연관성

단어의 연관성은 각 단어의 개별적인 출현빈

도와 동시 출현빈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연관

계수로측정한다. 단어의 동시 출현빈도만을 연

관계수로 사용하면, 많이 사용되는 단어일수록

동시에 나타나는 빈도가높아져서높은 연관계

수를갖게 되므로 연관계수의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정영미.이재윤, 1998). 따라

서 단어의 개별적인 출현빈도와 전체 단어의

빈도를 함께이용하여 단어의 통계적인 연관성

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 상대 동시출현빈도 방

식의 연관계수를 주로 사용한다. 연관계수를측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정

보이론에 근거하는 상호정보량과 상대 엔트로

피를 사용한다. 먼저 상호정보량은 두독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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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률변수 와  사이의 의존관계를 정량적

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다.

  log


상호정보량은 두확률이완전히독립일 경우

0이 되며, 의존관계가깊을수록큰값은갖는다. 

또한 대칭성을 만족하므로   가

성립한다. 연관성 분석에서상호정보량을 이용할

때의문제점으로는빈도가낮은단어의상호정보

량이빈도가높은단어의상호정보량보다상대적

으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상대엔트로피

는두확률분포 와 간의평균적인차이

를측정하는 것으로서, 거리(Kullback-Leiber 

Distance: ) 혹은 교차 엔트로피(cross 

entropy)라고도 한다(정석경, 1997). 상대엔트로

피는다음계산식에서보는바와같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며 두확률이 일치할 경우에만 0이

되고 대칭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 






log


 log

 




Ⅲ. 연관분석을 이용한 문서유사도 계산
3.1 형태소 분석

앞에서설명한 N-gram 방식은 문장으로부터

N개의 어절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으로서, 

“문서유사도”에 2-gram을 적용할 경우 차례대

로 2글자씩을 묶어서 “문서, 서유, 유사, 사도”

를 어절로 추출하여 비교한다. 이 방식은 많은

수의 N-gram이 생성될뿐만 아니라, 위의 예에

서 제자를 의미하는 “사도(disciple)”와 같이 의

도하지 않은 어절을 비교하게 되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

태소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자열을 단어 혹은

어절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는 검색엔진 오픈소스프로젝트 루씬(lucene)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JAVA 기반으로 개

발된 “루씬한글 분석기”를 이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했다. 이것은 MorphAnalyzer의 analyze 메

소드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며, 분석결과를명사

(N), 동사(V) 등으로 구분하여 List 구조로 반환

하고, 복합명사를 단위명사로 구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분석을 통해

문서 내의 각 문장에서 추출한 단위명사(N)를

이용하여 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문서의 유사도 

<그림 1>은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한 후 유

사도에 따라 문서를 분류하는 과정을설명하고

있다. 문서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한 형태소를 이용하여

형태소쌍을 구성하는데, 하나의 문장에서 추출

한 형태소들이 연관분석의 장바구니를 구성하

기 때문에 형태소 쌍은 문장단위로 구성한다. 

이 때 하나의 쌍에 포함되는 형태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양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개

혹은 3개의 형태소가쌍을 이루도록 하였다. 참

고로, 총 10개의 형태소를 갖는 문장에서 형태

소를 2개씩쌍으로묶을 경우   개의쌍

이 생성되며, 3개씩 쌍으로 묶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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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검사를 실시할 파일을 읽어서 문서집합을 생성한다.
각 문서를 문장단위로 세분화한 후,
   형태소분석기를 이용하여 각 문장으로부터 형태소를 추출하고,
   형태소 쌍(연관관계)을 생성한다.
형태소 쌍들이 각 문서에 출현하는 빈도로부터 지지도를 계산한 후,
   출현빈도가 F개 미만인 형태소 쌍을 제거하고,
   문서 내 형태소 쌍의 지지도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 한다.
문서 간에 형태소 쌍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형태소 쌍의 지지도를 합산하여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한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서들과의 평균유사도()를 계산한다.

모든 문서가 그룹에 할당될 때까지 다음을 반복한다.
  새로운 그룹()을 생성한다.

  남아 있는 문서가 한 개이면, 
       이 문서를 앞에서 생성한 새로운 그룹()에 추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간 유사도()가 가장 큰 두 개의 문서  를 선택한 후,

            상호간 유사도()가 전체 평균유사도()보다 크면, 

                   선택된 두 개의 문서  를 모두 그룹()에 추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면, 

다른 모든 문서들과의평균유사도()가 가장큰문서 를 선택하

여 그룹()에 추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전 그룹( )내의문서들과의유사도평균()이가장큰문서

를 선택하여 직전 그룹( )에 추가한다.

다음을 반복한다.
     그룹()내 문서들과의 평균유사도(

)가 가장 큰 문서 를 선택한 후,

           그룹()내 문서들과의평균유사도(
)가 전체평균유사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문서 를 그룹()에 추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에 대한 문서할당을 종료한다.

각 그룹()에 대해

   각 문서 를 그룹내 문서들과의 평균유사도(
)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림 1> 문서의 유사도계산 및 문서분류 과정

  개의 쌍이 생성된다. 

다음으로 문서에서 각 형태소쌍이 출현하는

빈도를 계산한 후, 계산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

해 출현빈도가 F보다 작은 형태소쌍은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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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사도 함수 곡선

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N을 2로설정하였으나, 문서의 길이가짧은 경

우에는 대부분의 형태소 쌍이 제외될 수 있으

므로 모든 형태소쌍을 포함하도록 F를 1로설

정할 수도 있다. 문서의 길이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형태소 쌍의 지지도

(support)의 합이 1이 되도록 지지도를 정규화

한다.

각 문서에 대해 형태소 쌍을 구성하고 지지

도 계산이 완료되면, 문서 간에 일치하는 형태

소쌍에 따라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한다. 문서

A의 문서 B에 대한 유사도는 문서 B에 존재하

는 문서 A의 형태소 쌍들의 지지도 합으로 계

산되며, 문서 B의 문서 A에 대한 유사도는 문

서 A에 존재하는 문서 B의 형태소쌍들의 지지

도 합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문서 간 유사도가

비대칭이 되기 때문에, 문서 간 표절의 방향을

예측할 수도 있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사도 함

수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ASSO-1은

문서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  방식에

따라 개별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단어의

가중치가 동일할 경우 문서 간에 일치하는 단

어의 비율에 비례하여 유사도가 결정된다. 그러

나 ASSO-2와 3은 문서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2개 또는 3개의 형

태소쌍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형태소별로

가중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10개의 형태소

를갖는 문장에서 1개의 형태소가 일치할 경우

‐  방식에서의 유사도는 10%가 되지만, 

ASSO-2,3에서는 형태소쌍이 생성되지 않으므

로 유사도는 0%가 된다. 또한, 10개의 형태소

중에서 9개의 형태소가 일치할 경우 ‐  방

식에서의 유사도는 90%가 되지만, ASSO-2에

서는총 45개의 형태소쌍중에서 9개쌍이불

일치하므로 유사도는 80%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문

서 간의 유사도와 상이할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일치하는 형태소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유사도를높게 계산한다는 점에서 유의한 함수

가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시뮬레이

션 결과에서도 유사도 계산 및 문서분류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 함수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

였다.

3.3 문서 분류

문서 간의 유사도는 표절검사 뿐만 아니라, 

문서의 내용에 따른 문서분류에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서 간 유사도가 비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룹내에서 주요문

서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은 앞의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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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를 그룹()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각 문서간의 전체 평

균유사도()를 사용한다. 즉, 특정 문서 를

그룹()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문서 와 그룹

내의 다른 문서들과의 유사도(
)가 전체 평

균유사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룹()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으면포함시키지 않는 것

이다. 결과적으로 유사도가큰문서들은 그룹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 문서들을 그룹에서 제외

됨으로써, 그룹내 문서 간의 유사도는 그룹외

문서 간의 유사도보다 커지게 된다. 새로운 문

서그룹을 형성할 때는 아직까지 그룹에 포함되

지 않고 남아있는 문서 중에서 문서 간의 유사

도가 가장큰 2개의 문서  를 선택하여 그룹

을 형성한다. 그러나 문서 간의 유사도()가

전체평균유사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룹

()가 첫번째 그룹이면다른 모든 문서들과의

평균유사도()가 가장큰문서 를 선택하여

그룹()에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직전 그룹

( )내의 문서들과의 유사도평균()이

가장큰문서 를 선택하여 직전 그룹( )에

추가하여 그룹을 형성한다.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면, 그룹 내의 문서

들과의 유사도가평균유사도(
)보다큰문서

들을 유사도 크기에 따라서 차례대로 그룹에

추가한다. 그룹에 포함되지 못하고남아있는 문

서들은 위 그룹과 이질적인 문서로서,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도록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모든

문서에 대한 그룹핑 과정이 완료되면, 각 그룹

별로 그룹내 문서 간 유사도(
)에 따라 정렬

한다. 여기서, 그룹내 문서 간의 유사도가 가장

큰 문서는 다른 문서들과의 공통점을 가장 많

이 갖고 있는 문서로서 해당 그룹의 핵심문서

(Key Document)가 된다.

Ⅳ. 적용사례 분석
4.1 자기소개서 

첫번째 사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표절여부를 검

사하는 것이다. 자기소개서는 주어진 질문에 따

라 작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기소개서에

동일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500 글자 이내로 작성하기 때문에 형태소쌍의

출현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출현빈도가 1인 형

태소쌍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소쌍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To
From

A B C D E

A 100.0 78.5 7.1 11.0 13.7
B 75.8 100.0 6.9 9.2 14.9
C 7.2 6.6 100.0 21.3 7.1
D 11.9 10.3 22.5 100.0 7.4
E 14.7 16.1 6.6 7.3 100.0

<표 1> tf-idf방식의 문서 간 유사도

To
From

A B C D E

A 100.0 59.1 0.2 0.2 0.2
B 51.0 100.0 0.0 0.0 0.2
C 0.2 0.0 100.0 1.4 0.0
D 0.1 0.0 0.9 100.0 0.0
E 0.2 0.2 0.0 0.0 100.0

<표 2> 연관분석기준 문서 간 유사도

<표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형태소의쌍

을 이용하는 대신 tf-idf 방식과 같이 개별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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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한 결과로서, 자기소

개서 A와 B, 그리고 C와 D가 각각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수작업으로확인한 결과 C

와 D는 표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기소개서가 주어진 질문에 따라 작성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간에 동일한 단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20% 이상의 유사도를 나

타냈던 것이다. 다음으로, <표 2>는 연관분석

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기소개

서의 각 문장으로부터 형태소 쌍을 추출한 후, 

자기소개서 간에 형태소쌍을 비교하여 유사도

를측정한 것으로서, 자기소개서 A와 B만 그룹

을 형성하였다. C와 D간의 유사도는약 1% 수

준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것은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

되었지만 각 문장은 표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4.2 신문기사 

기사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로서,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혹은약간의

의견을 부가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기사 간에는

일반적으로높은 유사도를 보이며 때로는 표절

로 의심되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

른 주제 및 관점을 갖고 쓴 기사인 경우에도, 

관련분야의 기사는 유사한 단어를 많이 사용

할 수밖에 없어서 기사 간 유사도가 높게 나타

난다.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나로호”를 검색어로 다음(Daum)과 구

글(Google)을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나로호의

미래에 대한 심층분석기사, 청와대에서 나로호

발사를 만류했다는 기사, 나로호 부품에 사용된

슈퍼섬유에 관한 기사, 그리고 나로호 관광에

관한 기사 등으로 구분될수 있었다. 다음과 구

글은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검색결과를 주제에 따라 그룹핑하여 보여준

다. 기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광주일

보, 경향신문, 시사서울은 별도로 그룹핑 되었

으나 상위의 연합뉴스 등에 그룹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구글의 대덕넷은 서로 관련 없

는 기사에 잘 못 그룹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다음(Daum)의 ‶나로호‶ 검색결과

<표 3>은 ‐  방식에 따른 유사도분석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총 17개의 신문기사가 3개

의 그룹과 3개의독립기사로 분류되었다. 첫번

째 그룹은 중소기업에서 만든슈퍼섬유에 관한

기사이며, 두 번째 그룹은 청와대에서 나로호

발사를 만류한 기사, 그리고 세번째 그룹은 나

로호 관광을 다루고 있다. 첫번째 그룹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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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글(Google)의 ‶나로호‶ 검색결과 

To
From 동아① 사이언스 한국섬유 연합① 서울신문 동아② 헤럴드 광주일보 시사서울 경향 한강 뉴스1 연합② 포커스 뉴시스 한겨레 대덕넷

동아① 100.0 100.0 35.8 12.0 12.6 11.7 9.8 12.0 12.2 9.7 9.7 7.2 6.9 5.5 6.2 18.9 19.1
사이언스 100.0 100.0 35.7 12.0 12.6 11.6 9.8 12.0 12.2 9.7 9.7 7.2 6.9 5.4 6.2 18.9 19.1
한국섬유 48.9 48.9 100.0 11.7 11.7 11.7 10.1 10.6 12.0 8.3 9.5 4.6 4.6 4.3 3.2 28.2 20.6
연합① 13.1 13.1 8.5 100.0 85.5 96.2 73.4 71.2 51.1 40.3 11.8 10.1 7.0 10.5 8.9 21.4 23.6
서울신문 14.9 14.9 9.5 90.9 100.0 87.0 83.3 82.2 56.9 43.3 13.0 10.7 7.9 11.6 9.9 23.2 23.2
동아② 12.9 12.9 8.8 97.8 83.1 100.0 70.9 70.3 50.4 39.2 11.0 10.5 7.2 9.1 8.0 21.7 24.4
헤럴드 12.6 12.6 8.1 93.4 100.0 88.3 100.0 89.5 57.3 50.2 13.4 11.0 8.1 12.4 9.0 22.1 20.7
광주일보 15.1 15.1 8.7 85.1 92.4 82.1 84.5 100.0 55.1 46.3 12.9 12.2 9.3 13.9 10.3 23.6 18.8
시사서울 15.4 15.4 8.5 75.3 79.2 72.4 67.5 67.5 100.0 47.8 13.9 7.5 4.4 8.8 7.7 26.1 24.6
경향 13.6 13.6 7.3 58.2 58.2 56.0 58.2 56.0 49.4 100.0 13.8 10.9 8.8 12.4 9.1 21.4 21.9
한강 11.4 11.4 5.5 11.2 11.2 9.3 10.2 9.3 11.9 8.4 100.0 39.5 35.5 41.5 10.8 11.0 13.1
뉴스1 14.7 14.7 5.1 18.4 17.0 18.4 17.0 18.4 15.6 14.3 64.0 100.0 84.9 47.3 15.2 17.3 21.1
연합② 14.8 14.8 5.5 12.8 12.8 12.8 12.8 14.3 12.8 12.8 67.4 96.9 100.0 48.4 16.7 16.1 17.4
포커스 10.9 10.9 5.6 20.3 20.3 16.7 20.3 22.0 17.4 17.9 68.4 50.2 44.4 100.0 21.0 19.4 17.0
뉴시스 9.3 9.3 1.4 14.3 14.3 11.8 12.7 14.3 14.0 10.2 22.5 14.8 13.5 17.5 100.0 21.1 12.9
한겨레 14.3 14.3 14.4 12.2 12.2 12.0 10.6 11.7 12.8 9.5 8.0 6.7 6.0 6.3 6.9 100.0 21.7
대덕넷 13.8 13.8 12.4 14.0 13.1 14.0 10.8 11.8 11.7 9.7 8.6 7.9 6.8 6.7 6.2 21.0 100.0

<표 3> ‐기준 신문기사간 유사도 분석결과 (그룹지수 59.7%)

국섬유신문의 기사는 다른 기사와 비교할 때 상

대적으로 낮은 유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

은 한국섬유신문이 슈퍼섬유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작성한 반면에, 다른 신문들은슈퍼섬유

를 중심으로 하되 대구지역의섬유산업에초점

을맞추었기 때문으로 기사를엄격히 분류할 경

우에는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할 수도 있다.  

모든 신문들이 나로호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부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사 간

에도 동일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약 10～

30%의 유사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독립적으

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한겨레와 대덕넷의

기사는 표의 세로 열에서 다른 모든 기사들에

대해 약 10～30%의 비교적 높은 유사도를 나

타내고 있는데, 이는 한겨레와 대덕넷이 다른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나로호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에 부가하여 추가적인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겨레와 대덕넷의 가

로 행은 15% 미만의 유사도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한겨레와 대덕넷에서 다루고 있는 기

사들이 다른 기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

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겨레와뉴시

스의 유사도는 각각 6.9%와 21.1%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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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rom 동아① 사이언스 한국섬유 연합① 서울신문 동아② 광주일보 헤럴드 시사서울 경향 연합② 한강 뉴스1 포커스 뉴시스 한겨레 대덕넷

동아① 100.0 100.0 25.9 2.7 2.7 0.5 2.1 2.7 1.6 0.5 0.0 0.0 0.0 0.0 1.6 0.0 3.5
사이언스 100.0 100.0 25.9 2.7 2.7 0.5 2.1 2.7 1.6 0.5 0.0 0.0 0.0 0.0 1.6 0.0 3.5
한국섬유 23.0 23.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3.8
연합① 4.9 4.9 0.0 100.0 96.5 74.8 65.7 52.8 36.7 23.4 3.1 3.1 0.0 0.0 3.1 4.5 6.3
서울신문 5.1 5.1 0.0 100.0 100.0 73.9 68.1 54.7 38.0 24.3 3.3 3.3 0.0 0.0 3.3 4.7 6.5
동아② 1.5 1.5 0.0 78.9 75.1 100.0 48.7 42.1 27.6 23.8 2.3 2.3 1.5 0.0 3.1 4.2 3.1
광주일보 5.9 5.9 0.0 100.0 100.0 72.0 100.0 66.1 38.7 34.4 3.8 3.8 0.0 0.0 4.3 2.2 6.5
헤럴드 5.1 5.1 0.0 62.1 62.1 48.2 51.8 100.0 24.5 20.9 5.5 5.1 0.0 0.0 3.6 4.7 8.3
시사서울 4.3 4.3 0.0 47.8 47.8 34.8 32.9 27.1 100.0 18.4 6.3 7.2 2.4 1.0 4.8 7.2 5.8
경향 2.1 2.1 0.0 39.6 39.6 41.0 38.2 29.9 24.3 100.0 2.8 2.8 1.4 0.0 3.5 0.0 4.2
연합② 0.0 0.0 0.0 3.8 3.8 3.0 2.6 4.2 7.2 1.9 100.0 40.4 22.6 15.8 14.0 12.1 6.8
한강 0.0 0.0 0.0 4.3 4.3 4.3 3.4 4.3 8.2 2.9 41.5 100.0 19.8 14.0 16.4 8.7 4.8
뉴스1 0.0 0.0 0.0 0.0 0.0 6.9 0.0 0.0 6.9 3.4 60.3 55.2 100.0 46.6 15.5 10.3 6.9
포커스 0.0 0.0 0.0 0.0 0.0 0.0 0.0 0.0 5.7 0.0 62.9 65.7 74.3 100.0 20.0 5.7 0.0
뉴시스 4.3 4.3 0.0 4.3 4.3 4.3 4.3 4.3 4.3 3.1 12.1 12.1 4.3 3.1 100.0 1.2 1.2
한겨레 0.0 0.0 0.2 2.4 2.4 2.2 0.6 1.3 2.8 0.0 2.7 2.0 0.9 0.3 0.3 100.0 4.1
대덕넷 0.9 0.9 0.9 1.5 1.5 0.6 0.8 2.0 1.1 0.4 1.7 0.8 0.5 0.0 0.2 4.3 100.0

<표 4> 연관분석(ASSO-2)을 이용한 신문기사간 유사도 분석결과 (그룹지수 83.8%)

있는데, 이는 <그림 5>와 같은 집합구조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한겨레

<그림 5> 신문 기사내용 일치의 예

<표 4>는 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기사 간의 유

사도를 계산한 결과로서, 형태소 2개씩으로쌍

을 구성한 후 계산의 복잡도를줄이기 위해 형

태소쌍의 출현빈도가 2보다 작은 것은 제외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  방식에서는 독

립적인 그룹을 형성하였던 뉴시스가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뉴

시스가 자원봉사를 다루면서 세 번째 그룹의

공통주제인 나로호 관광도 일부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분류의 질을평가하기 위

해 문서간 유사도의총합에서 그룹내 문서 간

유사도의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는 그룹

지수를 도입하였다. 그룹지수를 계산할 때, 표

의 대각선에 위치한 자기 자신과의 유사도는

항상 100%이므로 유사도의 총합뿐만 아니라

그룹 내 문서 간의 유사도 계산에서 제외하였

다. ‐  방식의 그룹지수는 59.7%에불과하

였으나, 연관분석을 이용한 결과 그룹지수가

83.8%로현저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  방

식은 단어의 존재여부에 따라 유사도를 계산하

기 때문에 우연히 사용된 단어 혹은 서로 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나 해당분야의 용

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문서 간의 유사

도가높아지지만, 연관분석에서는 하나의 문장

에서 2개 이상의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유사한 문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표 3>에서는 각 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사, 

즉 서로 관련이 적은 기사간의 유사도가 10～



정보시스템연구 제23권 제3호, 2014년 9월

- 138 -

To
From 동아① 사이언스한국섬유 연합① 서울신문광주일보 동아② 헤럴드 시사서울 경향 연합② 한강 뉴스1 포커스 뉴시스 한겨레 대덕넷

동아① 100.0 100.0 8.1 0.5 0.5 0.5 0.0 0.5 0.0 0.0 0.0 0.0 0.0 0.0 0.5 0.0 0.0
사이언스 100.0 100.0 8.1 0.5 0.5 0.5 0.0 0.5 0.0 0.0 0.0 0.0 0.0 0.0 0.5 0.0 0.0
한국섬유 4.8 4.8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연합① 0.7 0.7 0.0 100.0 98.6 64.8 50.7 35.2 19.3 10.0 0.0 0.0 0.0 0.0 0.7 0.7 0.0
서울신문 0.7 0.7 0.0 100.0 100.0 65.7 50.0 35.7 19.6 10.1 0.0 0.0 0.0 0.0 0.7 0.7 0.0
광주일보 1.1 1.1 0.0 100.0 100.0 100.0 44.7 47.9 21.3 15.4 0.0 0.0 0.0 0.0 1.1 0.0 0.0
동아② 0.0 0.0 0.0 54.8 53.3 30.7 100.0 28.0 11.5 10.0 0.0 0.0 0.0 0.0 0.8 0.8 0.0
헤럴드 0.6 0.6 0.0 32.0 32.0 28.5 23.1 100.0 7.7 5.6 0.0 0.0 0.0 0.0 0.6 0.0 0.0
시사서울 0.0 0.0 0.0 14.9 14.9 10.8 8.0 6.4 100.0 2.8 1.1 1.7 0.0 0.0 0.0 0.6 0.0
경향 0.0 0.0 0.0 17.7 17.7 17.7 19.2 11.5 7.7 100.0 0.0 0.0 0.0 0.0 0.0 0.0 0.0
연합② 0.0 0.0 0.0 0.0 0.0 0.0 0.0 0.0 0.9 0.0 100.0 12.8 5.7 3.5 1.1 0.7 0.0
한강 0.0 0.0 0.0 0.0 0.0 0.0 0.0 0.0 1.7 0.0 16.8 100.0 3.7 2.8 2.3 0.0 0.0
뉴스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9 23.8 100.0 28.6 0.0 0.0 0.0
포커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5.6 44.4 66.7 100.0 0.0 0.0 0.0
뉴시스 0.6 0.6 0.0 0.6 0.6 0.6 0.6 0.6 0.0 0.0 1.2 1.2 0.0 0.0 100.0 0.0 0.0
한겨레 0.0 0.0 0.0 0.5 0.5 0.0 0.5 0.0 0.5 0.0 0.2 0.0 0.0 0.0 0.0 100.0 0.0
대덕넷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표 5> 연관분석(ASSO-3)을 이용한 신문기사간 유사도 분석결과 (그룹지수 96.7%)

30%로높게 나타났으나, <표 4>에서는 상당수

의 유사도가 0%로 계산되었으며, 나머지도 대

부분 10%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음을볼 수 있

다. 특히 <표 3>에서 21.18%로 나타난 뉴시스

의 한겨레에 대한 유사도는 <표 4>에서는 1.2%

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서의 표절검사 및 문서분류에

연관분석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형태소 쌍이

각 형태소에 의미(semantic)을 부가하는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절검사 및 문서분류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절 가이드라

인에 따르면 “6단어 이상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를 표절 판정의 기준으로삼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앞에서 2개의 형태소를쌍으

로 구성하였던것을 3개로확대하여 동일한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ASSO-3 방식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한국섬유신문이 첫번째 그룹으로부터 분

리되고, 뉴시스는 ‐  방식의 결과와 동일

하게 세번째 그룹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것은

앞에서설명한 바와 같이, 첫번째 그룹은 대부

분이슈퍼섬유와섬유산업을 함께다루고 있는

반면에 한국섬유신문은 슈퍼섬유만을 다루었

기 때문이며, 세번째 그룹은 주로 관광을 다루

고 있는 반면에뉴시스는 자원봉사활동에초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2개의 형태소들로 쌍을 구성하였을

때에는 그룹지수가 83.8%이었으나, 3개의 형

태소들로 쌍을 구성한 결과 그룹지수가 96.7%

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것은 그룹에 속하지 않

은 신문기사간의 유사도의 대부분은 0%에 가

까운 값을 갖기 때문이다. ‐  방식에서 평

균 20%의 높은 유사도를 나타냈던 한겨레 및

대덕넷과 다른 문서 간의 유사도도 1% 미만으

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의 가이드라인인 6단어 대신 3단어만 사용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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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표절검사 및 문서분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하여 신문기사 혹은 문서 간의

표절정도는 <그림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사

도곡선에 따라역산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표

5>에서 서울신문과 동아②의 유사도 50%는

<그림 2>에 따르면약 80%의 일치도로환산할

수 있다. 

유사도 분석결과표에서 각 문서들은 그룹내

의 다른 문서들과의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정

렬한 것으로서, 각 그룹의 좌측 상단에 위치한

문서 혹은 기사는 그룹 내의 다른 문서들과 가

장 연관성이 높은 핵심문서(Key Document)가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세 번째 그룹에서

‐  방식은 한강을 핵심기사로 판정하였으

나, 연관분석방식에서는 연합②를 핵심기사로

판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사들이 연합뉴

스를 기반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연관분석방

식이핵심문서를 보다 적합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공유정보

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표절이

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문서를 상호 비교하여 문서 간

의 표절여부를 검증하는 표절검사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절을 검사하

는 방법에는 N-gram 방식, 문자열 비교방식, 색

인어를 추출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벡터공간

모델, 그리고 의미정보를 이용하는 LSA 방식

등이 있다. 대부분의 표절검사에 사용되는 벡터

공간모델은 단어의 변형이나 우연한 사용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LSA 방식은 한정

된 단어를 이용하여 의미적 유사도 측정할 뿐

만 아니라 표절하지 않은 문서를 표절로 인식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장에 사용된 단

어 간의 관계를 통해 단어에 의미(semantic)를

부여하며, 우연히 사용된 단어를 표절검사에서

제외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의 연관분석기법

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형태소분석을

통해 표절검사 대상 문장으로부터 형태소를 추

출한 후, 이를쌍으로 구성하여 문서 간의 유사

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시

뮬레이션을실시한 결과, 표절검사 및 문서분류

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것은 형태소쌍이 각 형태소에 의미를 부

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형태소 쌍을 이용한 표

절검사 방법이 표절검사의 정확성을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연관분석방법은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과 비교할 때 연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

에서는 지수함수의 형태를갖는 유사도 함수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검색엔진 등의 대규모의 문서에 적용 가능하도

록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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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lagiarism Detection and Document Classification 
Using Association Analysis

Insoo Hwang

Plagiarism occurs when the content is copied without permission or citation, and the problem of 

plagiarism has rapidly increased because of the digital era of resources available on the World Wide Web. 

An important task in plagiarism detection is measuring and determining similar text portions between a 

given pair of documents.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of this task is that not all similar text fragments are 

examples of plagiarism, since thematic coincidences also tend to produce portions of similar text. In order 

to handl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d association analysis in data mining to detect plagiarism. This 

method is able to detect common actions performed by plagiarists such as word deletion, insertion and 

transposition, allowing to obtain plausible portions of plagiarized text. Experimental results employing 

an unsupervised document classification strategy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ed 

traditionally used approaches.

Keywords: Association Analysis, Document Classification, Plagiarism, Plagiarism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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