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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월드와이드웹이 정보를 출판하는 매체로 보편화되면서 웹 문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웹 문서에서 HTML 테이블은 연관된 

정보를 2차원 논리적 구조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HTML 테이블에서 데이터 자동 추출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HTML 테이블의 데이터 자동추출 문제의 해

결방법으로 웹문서를 작성할 때 HTML 테이블의 코딩규약을 준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HTML 코딩규약의 목

적은 웹문서 작성시 개발자들 간에 HTML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TML 

코딩규약의 목적은 웹문서의 HTML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자동추출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된 HTML 코딩규약이 활

용되어 HTML 테이블에서 데이터 자동추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World Wide Web becomes more common as a medium for publishing information, the volume of web documents is exploding. 

In web documents, HTML tables are widely used as a means of expressing important information because related information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in a two-dimensional logical structure. For this reason, interest in the method of automatically extracting 

data from HTML tables is increasing.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complying with the coding conventions of HTML tables when 

creating web documents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automatic data extraction of HTML tables. The purpose of commonly used 

HTML coding conventions is to improve the readability of HTML code and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among developers when 

creating web documents. The purpose of the HTML coding convention proposed in this study is to facilitate automatic extraction of 

data from HTML tables in web docu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HTML coding convention will be utilized to facilitate 

automatic data extraction from HTML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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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HTML5는 웹문서를 만들기 위한 표준 마크업 언어로 하나의 언어(JavaScript), 하나의 데이터 모델(XML, DOM), 하나의 레

이아웃(CSS)을 통일적으로 제공하여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등에 대해 통합적인 웹 플랫폼 환경을 제공한다[1]. 월드와

이드웹(WWW)이 정보를 출판하는 매체로 보편화되면서 웹 문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웹 문서는 표준 마크업 언어

인 HTML5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HTML5는 콘텐트를 브라우징 도구에 독립적으로 출판하기 위한 설계된 언어이다. 그러므로 

시각적 표현을 위한 마크업 언어의 특성 때문에 정보자동화에는 한계를 갖는다[2]. 특히 웹문서에서 HTML 테이블은 연관된 정

보를 2차원 논리적 구조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HTML 테이블을 자동으로 해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테이블은 연관성을 갖는 데이터의 배열이라고 정의하며, 속성과 값의 관계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진짜 테이블(real table)로 간

주한다[2]. HTML 문서에서 테이블의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HTML 문서에서 진짜 테이블과 더미 테이블

(dummy table)을 구별하는 연구와 테이블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테이블 구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관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HTML 문서에서 진짜 테이블과 더미 테이블의 판별은 유용한 정보를 2차원 구조의 논리적 형태

로 표현된 진짜 테이블인지 HTML 문서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 HTML의 table 태그가 사용된 더미 테이

블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테이블 데이터의 자동추출에 관한 연구는 HTML 테이블의 영역을 식별하고 이들 간

의 관계를 분석하여 테이블의 논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핵심과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HTML 테이블에서의 데이터 자동추출 관련 두 가지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HTML 

table 태그 분석에 기반한 데이터 자동추출 방식은 HTML 테이블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테이블 구조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둘째, 자동추출 대상 테이블의 table 태그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데이터 자동추출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경우 변경될 때마다 HTML 테이블 구조에 대해 자동추출 규칙을 새로 설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는 어

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HTML 테이블에서 데이터 자동추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웹문서를 작성할 때 HTML 테이블의 코딩규약을 준수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HTML5 테이블 구조와 table 태그를 분석하여 HTML 테이블의 코딩규약을 제안한다. 통상적

으로 사용되는 HTML 코딩규약의 목적은 웹문서 작성시 개발자들 간에 HTML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TML 코딩규약의 목적은 웹문서에 포함된 HTML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자동추출하기 용

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된 방식은 진짜 테이블 식별문제도 기존 방식에 비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테이블에서 데이터 자동추출 프로그램 설계도 

기존 방식에 비해 용이하며 복잡한 테이블 구조의 경우에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동추출 대상 테이블의 table 태그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테이블 구조의 변경을 감지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테이블 구조에서 데이터를 자동추출할 수 있도록 규칙화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HTML 테이블의 데이터 자동추출을 위한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웹문서

에 나타낼 수 있는 HTML 테이블의 표준구조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HTML5의 테이블 관련 요소들을 기반으로 HTML 테이블

의 코딩규약을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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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테이블 식별

상수도 HTML 테이블에 관한 연구는 크게 웹문서로부터 진짜 테이블을 식별하는 연구와 식별된 테이블로부터 논리적 구조

를 분석하여 속성-값 연관관계를 추출하는 연구로 분류된다[3]. 웹문서에서 HTML의 진짜 테이블과 더미 테이블의 식별방법은 

테이블 데이터의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Fig. 1은 기상예보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

트의 HTML 문서에 포함된 더미 테이블의 사례이다. Fig. 1의 웹페이지는 table 태그를 사용했지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

며 2차원 형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진짜 테이블이 아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자 로그인 폼을 구성하기 위해 

table 태그를 사용한 사례이며, 그림에 표시된 점선이 HTML 테이블의 셀들을 구분하여 표시된 것이다.

웹문서에서 진짜 테이블과 더미 테이블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는 대부분 특정 도메인에 한정적이거나 다수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2]는 효율적인 테이블 식별을 위해 웹문서에 사용된 table 태그의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하여 8개의 테이블 식별 

규칙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더미 테이블은 <th> 태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된 8가지 규칙으로 식별 가능하지만, <th> 

태그의 존재유무로 더미 테이블을 식별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Fig. 2는 교육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문서에서 <th> 태그를 

사용하지 않은 진짜 테이블의 사례이다. 실제 인터넷에는 <th> 태그를 사용하지 않은 진짜 테이블을 포함하는 웹문서가 상당히 

존재한다.

(source: https://www.weatheri.co.kr/)

Fig. 1. An example of the dummy table

(source: https://namu.wiki/w/청주대학교)

Fig. 2. An example of the Real table without using 

<th>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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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테이블의 논리적 구조 분석

웹문서에서 HTML 테이블의 논리적인 구조의 정확한 분석은 테이블 데이터의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핵

심기술 중 하나이다. HTML 테이블의 구조분석은 일반적으로 포맷팅, 레이아웃, 그리고 온톨로지의 세 가지 정보를 사용한다. 

포맷팅 및 레이아웃 정보는 각각 데이터와 테이블의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시각적 차이에 의해 속성과 값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속성과 값을 정의한 온톨로지는 테이블의 의미적 특징을 사용하여 영역을 구분하는데 사용된다[3]. 여러 연

구[2-5]에서 제안된 방법들이 의미있는 결과를 생성했으나 복잡도가 높고 특정 도메인에 한정된다는 제약을 갖는다. 좀 더 정확한 

테이블의 구조분석을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들이 문서모델을 표현하기 위해 DTD와 유사한 정보에 의존적이어서 

범용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 웹문서의 HTML 테이블은 다양한 구조로 출판되므로 테이블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은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2.3 코딩규약

HTML 코딩 컨벤션(convention)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때, 작성자 이외의 다른 프로그래머들도 작성자가 작성한 

코드를 보고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작성표준 즉, 코딩 스타일 규약을 정한 것이다. 표준 코딩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 혹은 같은 팀 내부에서는 표준 코딩 스타일을 규정해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많이 사용된다. HTML 코딩규약의 목적은 웹문서 작성시 개발자들 간에 HTML 

코드를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TML 코딩규약의 목적은 웹문서

에 포함된 HTML 테이블의 데이터를 자동추출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문서 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웹문서의 데이터 공유 측면을 고려하여 HTML의 테이블 관련 태그들의 코딩규약을 제안한다. 

3. HTML 테이블 분석

[5]는 웹 문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테이블의 논리적 구조분석을 위해, 테이블 유형을 다섯 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단순 테이

블과 합성 테이블로 크게 분류하고, 단순 테이블은 속성 영역의 위치에 따라 “열방향 테이블“, ”행방향 테이블“, 그리고 ”타임 테

이블“로 분류하였다. 합성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단순 테이블을 포함하는 ”복합 테이블“과 단일 셀에 속성과 값이 함께 존재하

는 ”혼합-셀 테이블“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 방법의 특징은 단순 테이블 유형은 테이블 제목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합성 테

이블 유형은 혼합-셀의 존재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HTML5의 테이블의 구조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Fig. 3

과 같은 구조의 테이블을 표준형태 테이블로 규정하였다. 이 테이블은 [5]의 “열방향 테이블“, ”행방향 테이블“, ”타임 테이블

“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Fig. 3과 같이 여러 줄의 박스제목은 <thead> 요소 내에 여러 줄의 <tr> 요소로 사용하여 표현한다. 또한 

[5]의 합성 테이블은 HTML의 Fig. 3의 테이블 구조를 중첩 테이블 구조로 표현하면 구현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1절

에서 제안한 HTML 코딩규약에 따라 4.2절에서 HTML 코드의 작성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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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tandard structure of HTML table

4. 구 현

4.1 제안된 HTML 테이블의 코딩규약

이번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HTML 코딩규약을 설명한다. Table 1은 제안한 코딩규약을 나타낸 것이다. HTML 테이

블과 관련된 요소들만 포함하며 9가지 요소규약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HTML 테이블의 구조에 관련된 코딩규약을 다음 4가지 

정의하였다.

∙ 더미 테이블(dummy table)은 테이블 제목을 나타내는 <caption>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 여러 줄의 박스제목은 <thead> 요소 내에 여러 줄의 <tr> 요소로 표현한다. 

∙ 테이블의 스텁 (Stub) 영역인 행제목은 <tbody> 요소 안에 <th> 요소로 표현한다.

∙ 복합 테이블은 셀제목과 값을 포함하는 하나의 셀을 하나의 단순테이블로 표현하여 테이블 전체를 중첩 테이블로 구성한다.

제안된 HTML 코딩규약의 목적은 웹문서에 포함된 HTML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자동추출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

로, 웹문서 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웹문서의 데이터 공유 측면을 고려하였다. 

4.2 HTML 테이블의 구현

이번 절은 4.1절에서 제안한 HTML 테이블 코딩규약의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Table 2는 3.1절의 Fig. 3의 HTML 테이블의 

표준구조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코딩규약을 준수하여 구현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의 6번~16번 줄 사이의 코드가 테이블

에 포함된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한 것이다. HTML 테이블의 자동추출 프로그램은 이 부분의 코드를 해석하여 테이블의 각 

열에 포함된 값을 데이터 타입에 적합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19번~41번 줄의 코드가 Fig. 3의 박스제목 세 줄을 구현한 것이

다. 이 부분은 <thead> 요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추출 프로그램에서 박스제목이 세 줄로 구성됐다는 점을 쉽게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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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TML table coding convention

요소명 코딩 규약

<table> 2차원 테이블 구조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caption> 테이블의 제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caption 요소는 <반드시> 선언한다.

<colgroup>

<col> 요소를 그룹화하여 디자인을 제어할 때 사용하며, class 속성을 선언한다. class 속성에 각 열에 저장된 

값의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명시한다.

    사용 예 : <col class=“datatype-integer”>

    데이터 타입 <일반> : integer, float, string, date, time, datetime, hour, minute, second, ms

    데이터 타입 <단위> : SI 국제표준단위를 사용한다. ton, kg, g, mg 등

<col> 테이블의 각 열의 너비를 지정하기 위해 선언한다.

<thead> 테이블의 머리글을 그룹화할 때 사용하는 요소로 <반드시> 선언한다.

<tr> 테이블의 한 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요소로 <반드시> 선언한다.

<th>

scope, abbr, class, id 속성을 선언한다. scope, class 속성은 <반드시> 선언한다.

∙ 테이블의 셀 머리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th> 요소를 선언하여, 열의 값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셀 머리글을 숨김 처리하려면 CSS를 활용한다.

<tfoot>

테이블의 바닥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요소로 <반드시> 선언한다. tfoot 요소는 thead와 tbody 요소 사이에 

위치하도록 작성한다. 

∙ <tfoot> 요소는 열의 합계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대한 바닥 설명글을 나타내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 바닥 설명글로 사용하는 경우는 “class” 속성에 바닥글의 유형을 <반드시> 선언한다.

    바닥글의 유형 : date, source, desciption, legend, usage

<tbody> 테이블의 본문을 그룹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테이블에 본문이 하나인 경우도 <반드시> 선언한다.

Table 2. An example of implementation using the proposed HTML coding conven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ble id="standard-table">
<caption style="font-size:20px;font-weight:bold;">
    table Jiyong version
</caption>

<colgroup>
  <col class="datatype-stub" width="20%">
  <col class="datatype-kg" width="10%">
  <col class="datatype-float" width="10%">
  <col class="datatype-kg" width="10%">
  <col class="datatype-float" width="10%">
  <col class="datatype-kg" width="10%">
  <col class="datatype-float" width="10%">
  <col class="datatype-kg" width="10%">
  <col class="datatype-float" width="10%">
</colgroup>
 
<thead>
  <tr>
    <th rowspan=3>Rootstock</th>
    <th colspan=4>1 season</th>
    <th colspan=4>2 season</th>
  </tr>
  
  <tr>
    <th colspan=2>Early</th>
    <th colspan=2>Total</th>
    <th colspan=2>Early</th>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tr>
  
  <tr style="display: none">
    <td colspan=9 class="column-source">
        Source</td>
  </tr>
  
  <tr style="display: none">
    <td colspan=9 class="column-description">
        description</td>
  </tr>
  
  <tr style="display: none">
    <td colspan=9 class="column-legend">
        Legend</td>
  </tr>
  
  <tr style="display: none">
    <td colspan=9 class="column-usage">
        Usage</td>
  </tr>
</tfoot>
 
<tbody>
  <tr>
      <th>Ungrafted</th>
      <td>0.59b</td>
      <td>2.5b</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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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웹문서에서 HTML 테이블은 연관된 정보를 2차원 논리적 구조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HTML 테이블을 자동으로 해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HTML 테이블의 데이터 자동추출 방법을 제안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했으나 복잡도가 

높고 특정 도메인에 한정된다는 제약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HTML 테이블의 데이터 자동추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웹문서를 

작성할 때 HTML 테이블의 코딩규약을 준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HTML5 테이블 구조와 table 태그를 분석하여 

HTML 테이블의 코딩규약을 제안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HTML 코딩규약의 목적은 웹문서 작성시 개발자들 간에 HTML 

코드를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문서 개발 측면뿐 아니라 HTML 테이블에서 데이

터를 자동추출하기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HTML의 테이블 관련 태그들의 코딩규약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테이블에서 

데이터 자동추출 프로그램 설계가 기존 방식에 비해 용이하며 복잡한 테이블 구조의 경우에도 테이블 구조 해석의 난도가 낮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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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th colspan=2>Total</th>
  </tr>
 
  <tr>
    <th>Yield<br>Kg plant</th>
    <th>Number fruit<br>plant</th>
    <th>Yield<br>Kg plant</th>
    <th>Number fruit<br>plant</th>
    <th>Yield<br>Kg plant</th>
    <th>Number fruit<br>plant</th>
    <th>Yield<br>Kg plant</th>
    <th>Number fruit<br>plant</th>
  </tr>
</thead>
 
<tfoot>
  <tr>
    <th>P</th>
    <td>0.005</td>
    <td>0.005</td>
    <td>0.001</td>
    <td>0.001</td>
    <td>0.050</td>
    <td>0.090</td>
    <td>0.001</td>
    <td>0.001</td>
  </tr>
 
  <tr style="display: none">
    <td colspan=9 class="column-date">
        Date</td>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td>2.56b</td>
      <td>10.1b</td>
      <td>0.21b</td>
      <td>0.9</td>
      <td>4.50b</td>
      <td>20.4b</td>
  </tr>
  <tr>
      <th>Emphasis</th>
      <td>0.55b</td>
      <td>2.5b</td>
      <td>3.03b</td>
      <td>11.9b</td>
      <td>0.48ab</td>
      <td>2.2</td>
      <td>4.15b</td>
      <td>18.9b</td>
  </tr>
  <tr>
      <th>S1</th>
      <td>0.52b</td>
      <td>2.2b</td>
      <td>3.07b</td>
      <td>11.8b</td>
      <td>0.55ab</td>
      <td>2.4</td>
      <td>4.56b</td>
      <td>20.3b</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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