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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정형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드시트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정형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서 텍스트 분석이 가능

한 텍스트 문서 및 이미지/동영상/음성 데이터 등이 

해당 된다[1].

최근 사회적, 경제적 디지털 정보 분석은 SNS 등

의 비정형데이터 분석으로 확대되고 있고,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전반에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회 현상이

해에 있어서 기존의 정형데이터만을 이용한 분석에

서 비정형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IBM을 예로 들면 자연어 

처리 및 비정형 정보 관리 작업 기술 UIM(Unstruc-

tured Information Management)을 보유하고 기계학

습, 번역기, 독립적 통계알고리즘에 활용하고 있으며

[2], 코덱기반 정보은닉 기술을 이용한 비디오 압축 

및 공학적 기반의 다양한 미디어에서의 분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 4].

이러한 비정형데이터 활용은 범죄통계를 작성하

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

다. 범죄통계는 범죄현상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

러 자료 및 방법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이며, 공

식적으로 보고된 범죄통계는 수사, 기소, 재판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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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집된 모든 범죄사건 관련 정보를 말하고, 통상

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범죄

사건 관련정보를 말한다[5].

본 논문에서는 범죄 수사 자료 중 정형화 되지 못

한 비정형데이터를 정형데이터로 분석하여 보다 많

은 정보를 전문 수사관 및 프로파일러에게 제공하여 

직관적 수사, 즉 연역적 수사 및 귀납적 수사 방식으

로 활용 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저장하는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시

스템은 수사자료 및 범죄 면담자료, 사회적 참고자료

의 비정형데이터를 Ko-NLP(Korean Natural Lan-

guage)[6]를 이용하여 1차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에

서 일련의 Pattern을 생성하고, 생성된 Pattern은 별

도로 저장하여 데이터 추출에 재사용된다.

추출된 정형·비정형데이터는 Index를 적용한 배

열로 저장하며 수요자 검색 및 요구 시 데이터를 호

출하여 선형대수기반 통계학적 기법인 LSA(Latent

Singular Analysis)[7]를 적용하여 단어와 문장 간의 

유사성 높은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다양

한 범죄 및 상황 등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분석 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비정형데이터 추출에 관한 연구와 

LSA(Latent Semantic Analysis)의 이론을 정의하

였고, 3절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분석 모델을 제

시한다. 여기서는 전체 시스템의 흐름과 정형ㆍ비정

형데이터 적재 방법, LSA적용 방법 순으로 서술한

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제시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정

형데이터를 이용한 결과와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한 

결과 및 정형·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를 비교하

여 평가하고 5절에서 결론을 내린다.

2. 관련연구

2.1 비정형데이터 연구

비정형 데이터 연구는 Ko-NLP와 유한 오토마타

를 이용하며, Ko-NLP는 corpus에 품사를 부여하거

나 형태소 해석의 모호한 결과로부터 한 가지 품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태깅이라 한다. Ko-NLP(Korea

Natural Language Process)는 이러한 자연어에 대

한 형태소 분석을 하는 도구이며, 형태소 분석이란 

실제의 문장에 사용되는 단어의 원래의 구조를 파악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HanNanum Ko-NLP Java

version을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한다.

유한 오토마타는 인식기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가 

유한 오토마타(FA : Finite Automata)이며, 일반적

으로 언어에 대한 인식기(recognizer)는 입력으로 스

트링을 받아 스트링이 그 언어의 문장인지 아닌지의 

여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어휘 분석기를 고안하고 구

현하는 방법에 사용되며, 다섯 개의 요소(5-tuple)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상함수의 형태는 식 (1)과 같다.

 ×∑→  (1)

    ∑   

    ∑      
  
  ⋆ or   ∈

     ⊆ 

사상함수는 한 상태에서 입력 Symbol을 보고 다

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태 전이 

함수(state transition function)라 부르며, 그 형태에 

따라 결정적 유한 오토마타(DFA :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와 비결정적 유한 오토마타(NFA

: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로 나누어 지

며, 본 논문에서는 Ko-NLP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

로 어휘를 분석하여 패턴을 생성하였고, 패턴은 NFA

를 적용하고, Fig. 1은 이러한 NFA를 적용한 상태 

전이도 이다.

2.2 Latent Semantic Analysis

LSA(Latent Semantic Analysis)는 숨어 있는 문

장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Deerwester 등 1990년

에 유사도 측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선형 대수에 

기초한 문서행렬 X에 대한 수학적 연산으로 발견하

Fig. 1. Pattern for lexical analysi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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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Landauer와 Dumais(1997)는 단어의 유사성 

보다 문서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9]. 문자열

매칭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으나[10], LSA에서의 

문서의 유사성은 LSI(Latent Semantic Indexing),

단어의 유사성은 LSA를 사용이며, VSM(Vector

Space Models)에 대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

하고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기반

으로 고유값 분해를 한다[11]. SVD의 고유값 분해

(EVD: Eigen Value Decomposition)는 일련의 빈도

수를 정형화한 Matrix 행렬을 대각화(Diagonaliza-

tion)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정방행렬의 대각화와 

달리 ×의 직교행렬의 고유값을 분해하여 대각화 

할 수 있다.

SVD는  의 세 개의 Matrix로 구성되며 식 

(2)와 같다.

    (2)

  ×직교행렬      

  ×직교행렬    
  ×직사각대각행렬
여기서  =  이며  는 의 전치행렬(Trans-

pose Matrix)을 의미하고 식 (3)을 만족하는  의 

고유값(EigenValue) 에 대응하는 고유벡터(Eigen

Vectors) 의 열벡터들이며,   또한 고유값

(EigenValue) 에 대응하는 고유벡터(EigenVectors)

의 열벡터들 이다. 그리고 는 의 고유값(Eigen

Value)을 대각원소로 하는 대각행렬Diagonal Matrix)

이다[12, 13].

  에서      으로 


 


 

 
이면

  


 


  

  
 

(3)

여기서 단어-단어 간의 유사도는  × 행렬의 

row간의 유사도로 계산하며, 문서-문서 간의 유사도

는 ×  행렬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 

행렬 및  ×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류된 matrix

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적용하며, 식 

(4)와 같다.

cos 





  



 
 ×



  



 



  



 ×

(4)

tf(Term Frequency)는 단어가 나타난 횟수를 이

야기 하며, df(Document Frequency)는 문서의 빈도

수를 나타내고,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역문서 빈도수(가중치)를 나타내며, 식 (5)와 같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중요도를 수치로 표현 할 경우 

tf-idf를 적용하며 식 (6)과 같다. 빈도계산에 있어서

불필요한 단어에 대한 최적화 및 근사는 추가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14, 15].

  log   (5)

  log   × log   (6)

3. 범죄 데이터 분석모델 시스템

3.1 제안 시스템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디지털 포렌식 관

련의 비정형데이터 및 SNS 등 자료를 추출하여 범죄

자의 위치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중 일부분

으로 Data Extractor 와 Algorithm 및 Profiling을 

설계한 것이며, Fig. 2는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 이다.

3.1.1 Data Extractor

데이터 추출은 Ko-NLP를 이용하여 1차 추출된 

자료를 2절 Fig. 1의 패턴으로 추출하며, 알고리즘은 

Fig. 3과 같다.

Fig. 2.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model [8].

3.1.2 Algorithm Module

Algorithm Module은 Algorithm Manager, Data

Preprocessor, Data Processor로 구성되며, Algor-

ithm Manager는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며 데이터를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UI의 Search word

field에 전문 수사관 및 프로파일러가 범죄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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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

데이터와 UI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전처리기로 전달

하며, 데이터 처리기의 입력 및 처리가 완료되면 분

류된 데이터와 UI입력데이터를 LSA Engine으로 전

달하며, LSA Engine에서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범죄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UI를 다시 호출하고 갱신된 화면을 보여 주도록 중계

한다. Data Preprocessor는 LSA Engine에서 요구하

는 형태의 데이터타입으로 변경하거나 검토하며, DB

에서 받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기본 배열형태로 적재

를 한다. Data processor는 비정형데이터로 먼저 구

조적 통합을 하고 정형데이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

다.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로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비정형 데이

터 통합과 정형 데이터 통합을 한다. Data Binding은 

연결 통합된 데이터를 정형데이터별, 비정형데이터

별로 수평적 결합을 하며, 수직적 결합은 객체 지향

구조를 이용한다.

LSA Engine은 UI에 입력된 데이터를 matrix구조

로 변환하기 위하여 Transition Table에 차례로 기록

을 한다. 그리고 SVD Processor에 의하여 고유값 분

할을 이용한 대각화를 진행하고 진행된 결과에 따라 

Cosine Similarity Analysis는 유사도를 계산하게 되

며 결과를 Algorithm manager에게 전달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Transition Table

에는 단어와 문서간의 유사도를 Count값으로 기록

하며, 가중치는 오른쪽 마지막 열에 추가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본 논문에서는 Java와 Matlab을 이용하여 구현 하

였고, SVD Processor와 Cosine similarity는 Matlab

으로 작성하였고, 작성된 Matlab코드를 Java에서 사

용할 수 있는 jar파일로 변환하였고, jar파일을 외부 

파일 연결을 이용하여 java에서 import를 이용하여 

계산 값을 전달 받으며, 다시 Java 환경의 UI를 이용

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 결과

제안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8건의 사건에 정형데

이터 131단어 비정형데이터 294단어 총 425 단어를 

이용하였다. Transition Table은 가중치를 적용한 

column이 마지막에 추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SVD를 matlab으로 계산하였으며,

Transition Table의 값을 바탕으로 tf-idf값을 산출

하고 LSA를 이용하여 각 범위에 대한 값을 정규화 

및 Cosine Similarity를 적용하였다.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적용하였지만,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 “방화”로 검색 하였을 경우 한명의 범죄

자가 조회가 되었으며, 이것은 살인동기가 “방화 살

인”으로 정형데이터가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제안

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후 “방화”로 검색하였을 경우 

2명의 범죄자 및 피해자가 검색 되었으며, Fig. 4와 

같다. Fig. 4에서 case num 001은 정형데이터에 “방

화 살인”이 기록되어 있으며, case num 002의 경우 

정형데이터에는 “방화”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지 않

고 비정형 데이터에 “방화”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음

으로서 같이 검색이 되었다.

4.2 고찰

기존의 시스템의 경우 범죄의 중복된 항목을 인위

적으로 결정하여 정형데이터형태로 작성하고, 이에 

Step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Contents

Final Ending divided into blocks(EF)

Loop

if NP/NC+ Postposition Particle(Nominative)or NP/NC+ Postposition Particle(Objective)

      Output NP/NC (The Structured term of related Victims or Offenders)

else Output NP/NC (The Unstructured term of related Victims or Offenders)

if NP/NC followed by MA Output NP/NC (The sub-Unstructured term)

until PV/PX/PA comes up to

End Loop

Fig. 3. Algorithm of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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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목을 인위적으로 입력자가 사건의 내용을 작

성하고 있다. 통계적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방법이지만,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발

생빈도가 높은 정형데이터를 결정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결정된 이후 입력자의 실수가 있을 

경우 전혀 다른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은 Boolean Search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

어 하나의 Category를 선택 후 다른 Category를 선

택하고 and, or를 사용함으로 단어의 중요도에 따른 

정확한 결과 값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인덱스를 구성하는 구조를 추가로 삽입하

였으며, LSA를 이용한 Ranking 시스템을 적용함으

로서 주요 정형데이터를 중심으로 검색을 할 수 있으

며, 또한 비정형데이터를 중심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데이터를 정형데이터화 하는 결

과로서 현재의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차이

Fig. 4. After Reflecting the Proposed System.

Fig. 5. Examples of Differences from Exis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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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Fig. 5와 같다.

실험 결과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 정형데이터가 중심 Category를 형성함

으로 비정형데이터가 검색되지 않는다. 이것은 현재

의 시스템과 같은 구조로 상위의 Category가 먼저 

검색이 되고 다음 Category로 검색되는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4.1절 Fig. 4의 경우는 제안하는 

시스템이 적용된 경우로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

이터를 모두 같은 Category로 구성하기 때문에 2명

의 범죄자가 검색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살

인”이 중심이고 추가정보가 “방화”의 경우, 즉 “살

인”, “방화” 2 단어로 검색하였을 경우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상해”와 “귀금속” 두 단어로 검토한 것

이며, 사건 #1∼#4번은 서로 다른 범죄자의 일반 상

해 및 살인의 경우이고 사건 #5∼#9는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을 입력하여 비교하였다. 비정형데이터와 

정형데이터를 모두 적용한 경우와 비정형데이터만 

적용한 경우 정형데이터만 적용한 경우를 모두 비교

하였으며, 사건 #1∼#4번의 사건이 각각이 다른 유사

성을 보여주며, 사건#5∼#9번은 동일연쇄 범죄에 대

하여 같은 크기로 나타난다.

이것은 tf-idf를 이용한 가중치의 적용으로 가중치

는 Inverse값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라 특정한 단어에 

대하여 값이 증가하고 일반 값에 대하여 평이한 값이 

적용되어 비슷한 문서일 경우 단어에 대한 일치도가 

높아 평이한 값으로 비슷한 값이 설정되지만 특이한 

단어에 대한 값의 변동값은 높아서 결국 Fig. 6과 같

은 결과 값을 나타내며, 이것은 정형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적용한다면 범죄유형은 다르지만 범행동

기가 비슷한 사건의 경우도 구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연쇄 범죄와 같은 다중범죄의 경우 

범행 동기는 비슷하지만, 범행 유형은 다를 수 있다.

(범행유형 : 살인, 강도, 상해 등) 다양한 범행 동기를 

분석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획일적인 범행 유형

별 분류에서는 분석할 수 없지만 범행 동기로 동일범

을 유추하고 적용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정형데이

터와 비정형데이터의 적용여부도 중요하지만, 수사

관 또는 프로파일러가 다량의 값을 입력하고 기존의 

boolean Search로 인한 유사성을 분석하였을 경우 

일정 값에 대한 획일적 결과 값으로 인하여 결과 값

을 정확하게 유추하지 못한다, 하지만 LSA를 이용한 

다량의 검색에 있어서 값에 의한 유사성을 검토함으

로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검토대상을 가장 높은 유사

성을 갖는 결과 값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truncated SVD로 근사한 행렬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차원/Rank라 한다. 차원이 높

을수록 단어에 대한 문서정확도는 높일 수 있으나,

선택되지 못한 단어에 대한 가중치가 줄어드는 단점

이 있어 연관단어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이것은 기계학습을 이용하면 개선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실험에서 차원을 4로 적용하

였다.

5. 결  론

기존의 범죄 분석 및 통계자료는 정형데이터만을 

적용하여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을 하

거나 수사관의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 많았으며, boolean search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

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

한 범죄를 수사하거나 정확한 범죄관련 정책을 논의 

하는 정보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형·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하여 수

사 통계자료 및 프로파일링 자료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또한 LSA를 이용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모두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정형데이터

만 사용한 검토 방법보다 제시한 방법이 더욱 정확하

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

며, 현재 국내의 KIC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범주보Fig. 6. Comparison of Word Search using 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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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장하여 많은 범죄 데이터 수요를 만족할 수 있

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 하였다.

LSA 분석은 Data Mining 기법으로 전체 단어에 

대한 연관관계를 계산하여 분석함으로 정형데이터

만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결과 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결과도 알 수 있었으며, 연구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적용함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 높은 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연구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에 퍼지 이

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단어 검출과 비교에서 문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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