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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정보검색 시스템들은 검색 시스템과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DBMS 시스템 두 가지를 연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은 데이터의 중복 저장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중의 비용 부담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정보 검색 시스템과 DBMS와 같은 정보관리 시스템을 하나
로 합치는 정보검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검색관리시
스템을 개발하기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정보검색관리 프로토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시하는 프로토
콜은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세션 지향적이며 새로운 기능의 추가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
계되었다.

1. 서

론

작성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토콜은 먼저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의 특징들을 조사하여 시스템 특징에

현재 정보검색 서비스를 위하여 검색을 위한 정보검색

맞게 설계하며, 이러한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DBMS 시스템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의한다. 다음 장에서는

연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은 데이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

터의 중복 저장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중의 비용 부담이

는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한 정보검색관리 프로토콜의 설계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에 대해서 설명한다. 끝으로 4장에서 결론과 정보검색관리

정보 검색 시스템과 DBMS와 같은 정보관리 시스템을 하

프로토콜의 향후 과제를 언급한다.

나로 합치는 정보검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
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검색 시스템을 위하여는 Z39.50

2.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의 특징

과 같은 프로토콜 등이 표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정보검색 관리 시스템을 위한 프로토콜은 전무한 실정이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이란 정보검색 시스템에 데이터를

다.[2]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을 위한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저장하기 위한 하부 저장구조 뿐만 아니라 DBMS의 데이

위해서는 정보 검색관리 시스템의 특성을 최대한 수용하여

터 추가, 삭제, 변경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

을 지칭하는 말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명명하였

는 안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에서 개발한 정

다.[3]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얻는 이점은 다음과

보검색관리 시스템은 검색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

같다.

서 정보관리 시스템의 여러 기능 중 데이터 삽입, 삭제, 변
경 또는 테이블의 생성 및 삭제 등의 기능들을 구현하였다.

첫째, 정보검색관리 시스템 외에 추가적인 시스템 구입
비용이 필요 없다.

하지만 향후 많은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검색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다른 기능들을 추가, 확장 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연계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은 DBMS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을 위하여 따로

클라이언트 응용계층

색인된 정보를 저장하여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하였다.
정보검색관리 통신모듈

셋째, 두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관리가 용이하
정보검색관리 프로토콜

다.
정보검색관리 서버 시스템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은 검색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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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시스템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검색 시스템은 정형 데이터 관리 위주의
DBMS와는 달리 대용량 비정형 문서의 검색을 위주로 설

하부 저장 엔진
색인기

계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질의의 불용어 처리나 어

Catalog

Table 2

Table 1

…

Set

근 추출을 위하여 방대한 사전을 가지고 있으며, 색인 단
어들이 역색인 형태로 B-tree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림 1. 정보검색관리 시스템 구조

모듈들은 빠른 검색을 위하여 보통 메모리에 상주한다.[4]
따라서 일반적인 통신 서버들처럼 사용자의 요구를 받는

3. 정보검색관리 프로토콜 설계

즉시 프로세스가 fork되는 방식으로는 방대한 사전과 Btree를 메모리에 적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효율적인
검색이 어렵다. 그러므로 정보검색 시스템을 데몬 형식의

정보검색관리 프로토콜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특징들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서버로 구현할 때에는 검색 프로세스들을 Pre-Fork한 프
로세스 Pool 방식으로 작성한다. 또한, 검색 결과를 일시

우선, 본 논문에서 설계한 프로토콜은 비세션 지향적인

적으로 캐쉬 역할을 하는 셋 DB에 저장하여 같은 질의가

프로토콜이다.

들어 오거나 이전 질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결과 요청에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번의 연결에는 하나의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서비스만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클라이언트 구현자에

또한, 정보검색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에 따라 검색 응

따라

TCP

이는

서버가

계층에서

접속

한번의

상태를

connect를

유지하지

한

후

여러

답시간의 변화가 심하며, 사용자가 기대하는 검색 응답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검색관리 시스템

간에 대한 고려하여 설계된다.

서버에서

그리고 정보검색 시스템은 웹을 통하여 정보검색 서비스
를 하는 요즘 추세에 따라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지원하
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결되어있고

작업중인

상태라도 강제 연결 해제를 시킨다.
강제

연결

해제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구현 오류나 검색 시간이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검색 시스템의 특징

오래 걸리는 질의로 인하여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정보검색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유지하여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이

다음

사용자에게

기 때문에 정보관리 기능을 갖되 검색 성능을 떨어뜨려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보검색

시스템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색을 위하여
다수의 방대한 모듈이 사용되므로, 일반적인 통신 서버와
같이

프로세스를

대한 내용과 각 서비스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

생성하면, 시스템에 엄청난 부하를 주게 된다. 따라서

누어져 있다. 메시지는 <Message> tag로 둘려싸여 있으며,

프로세스 풀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한 프로세스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프로토콜의 내용을 담는 Header와 서비스에

유지한 채로 서비스를 하는데, 하나의 서비스 요청을 계속

관련된 내용인 Body로 이루어진다.

연결

연결

유지

요청

상태로

시마다

fork를

방치하면

이용

통하여

정보검색관리 프로토콜의 메시지는 크게 메시지 자체에

가능한

프로세스가

줄어들게 되므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지속할 수가 없다.
둘째로,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주된 응용이 웹
서비스이므로 웹에서 사용하는 HTTP가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정보관리 기능의 추가, 변경을 위하
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메시지 자체에
구조 정보를 같이 넣어 서비스나 메시지의 구조의 변경 및
추가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메시지 표현을
XML을 이용하였으며 버전 정보를 메시지 내에 넣어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

<Message>
<Header>
<Version>
1.0
</Version>
</Header>
<Body>
<Process>
Search
</Process>
<Object>
Parameter
Parameter
...
</Object>
<Body>
</Message>

도록 하였다.

본 프로토콜에서 하나의 서비스 연결은 TCP connect XML 서비스 요청 메시지의 바이트 크기 - XML 서비스
요청 메시지 - XML 서비스 응답 메시지의 바이트 크기
- XML 서비스 응답 메시지 - TCP close 의 순서로

Header

안에는

현재

Version

정보만

들어있다.

Version은 프로토콜의 버전을 표시한다. 만약 프로토콜
버전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여야 한다. 향후 code-set의 이름이나 프로토콜의
최종 수정일자 등의 정보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루어진다.
XML 요청, 응답 메시지의 크기는 XML 응답, 요청
메시지의 byte 단위 크기를 표시하였으며, XML 요청,
응답

메시지의

크기를

포함한

모든

데이타는

ASCII

code로 된 1byte character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버전의 변경은 프로토콜의 구조가 변하는 Major 변환과
서비스명이나

각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변경되는 Minor 변환으로 구성하였다.
버전의 표시는 version 1.0 과 같이 ‘Major번호. Minor

사용자 응답시간을 위한 timeout은 다수의 질의를 검색
하여 걸린 시간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다릴 수 있
다고 생각되는 2분으로 정하였다. 2분 내에 대부분의 질의
들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왔다.

번호’로 표시한다.
Body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며, Process와
Object로 이루어져있다. 즉, Object를 가지고 Process를
하라’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서비스 정의는 Oagis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Process는 서비스 명을 나타낸다.

메시지 구조는 Oagis의 형식을 많이 따랐다. Oagis는
e-Business와 응용프로그램들에서의 XML 기반 컨텐츠
의 상호 호환을 위한 메시지 구조 정의와 프로그램으로 비
영리 단체인 The Open Applications Group에서 개발 보
급하고 있다. [5]

요청 메시지 일 경우에는 영문자로 된 서비스 명을 그대로
쓰며, 서버로부터 응답 메시지인 경우에는 요청 메시지의
영문자 서비스 명에 ‘_RESPONSE’를 뒤에 붙인다.
예를

들면

검색을

요청하는

서비스의

이름은

RETRIEVE이며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의 서비스 명은

RETRIEVE_RESPONSE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관한 서비스이다.

메시지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처리하는 메시지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각 분류의 세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에러 발생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응답 서비스 명에
z

‘ERROR’를 사용한다.

검색 서비스

(1) 검색 (RETRIEVE)
Object 태그 안의 내용은 서비스에 관계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요청

메시지인

경우에는

입력

파라미터를

검색은 불리언 검색, 벡터 검색을 수행한다.
(2) 유사문서 검색

나타내며, 응답메시지인 경우에는 서버로부터의 요청 결과

(RETRIEVE_SIMILAR_DOCUMENTS)

값을 나타낸다.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Object

지정한 하나의 문서와 유사한 문서들을 검색한다.

Tag로 둘러싸야 하며. 파라미터 값은 각 서비스 별로

(3) 결과 내 검색 (RETRIEVE_IN_RESULT)

다르다. 예를 들어 RETRIEVE 서비스의 경우에는 검색

검색 대상 집합을 DB가 아닌 이전에 검색한 결과 셋 DB

방법, 질의어, 검색 대상이 되는 섹션 명, 검색 대상

로 하고 검색한다.

테이블, 검색 대상 DB, 검색 연산자 지정 방법 등의
파라미터가 들어간다.

z

Presentation 서비스

(1) DB 정보 제공(GET_DB_INFO)
지정한 DB의 이름, 섹션 정보등을 제공한다.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XML 문서인

(2) DB 정보 제공(GET_META_INFO_QUERY)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메시지의 XML 태그와 문서의

지정한 결과 셋 레코드가 생성될 때의 질의어에 대한 정보

XML태그가 혼동되어 파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Object 내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중 형식이

(3) 결과 셋에서 문서 리스트 제공

String인 파라미터는 Base64 코드를 사용하여 encoding

(GET_DOCUMENTS_FROM_RESULT)

하여

지정한 결과 셋으로부터 문서 리스트 (문서 내용 포함)을

보낸다.

메시지

수신부에서는

다시

원래의

String으로 Base64 decoding 한다. [6]

제공한다.
(4) 기본 키와 매치되는 문서 리스트 제공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이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GET_DOCUMENTS_WITH_PRIMARY_KEY)
지정한 기본 키와 같은 문서 리스트 (문서 내용 포함)을
제공한다.

z

z

z

검색 서비스 : 일반적인 정보검색 시스템이 가지고

(5) 카테고리 분류 리스트 제공(GET_CATEGORY)

있는 검색, 유사문서 검색, 결과내 검색등의 서비스

지정한 키워드의 문서를 검색하여 카테고리 섹션을 출력한

이다.

다.

Presentation 서비스 : 검색 후 간략보기, 상세보기,

z

서버 관리 서비스

질의어 보기, 색인어 보기 등을 위하여 검색 결과를

(1) 상태 점검 (CHECK_STATUS)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한다.

결과 변환 서비스 : 특정 키를 기준으로 소팅, 질의
어 하이라이팅 등을 위하여 결과를 변환해주는 서비

z

z

z

결과 변환 서비스

스이다.

(1) 결과 셋 소트(SORT_BY_SECTION)

데이터 관리 서비스 : 정보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결과 셋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리스트를 지정한 섹션 오름

삽입, 삭제, 변경, 테이블 생성, 삭제 등의 서비스이

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새로운 결과 셋을 구성

다.

한다.

서버 관리 서비스 : 정보검색관리시스템의 운용에

z

데이터 관리 서비스

(1) 문서 삽입 (APPEND_DOCUMENT)

이 남아있다. 또한, 프로토콜 메시지의 암호화를 통하여

지정한 DB에 하나의 문서를 삽입한다.

보안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진 데이터의 관리

(2) 문서 변경 (UPDATE_DOCUMENT)

를 위한 Blob 데이터 처리 서비스도 추가되어야 한다.

지정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다.
(3) 문서 삭제 (DELETE_DOCUMENT)
지정한 문서를 DB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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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ML 노드 삽입 (APPEND_XML_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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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ML 노드 변경 (UPDATE_XML_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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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였고,
경향에

따라

클라이언트
C++과

측
Java

서버측

모듈은

모듈은

최근

모두

C++로
프로그래밍

구현하였다.

구현된

모듈은 대부분의 Unix 시스템에서 동작하며, Windows
NT 버전 모듈은 현재 개발중이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현재 정보검색 시스템과 DBMS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
식은 데이터의 중복저장과 시스템 구축의 이중 비용 부담
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검색 시스
템과 정보관리 시스템을 합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정보검색관리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본 프로토콜은 정보검색관리 시스
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하여 확장이 용이하고,

비

세션 지향적으로 설계되었다. 본 프로토콜은 C++, Java
언어로 구현이 되었으며 이 모듈을 사용하면 정보검색 관
리 시스템 구현이 쉬워지고 확장 변경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과제로는 사용자가 검색 서비스를 받을 때 인내
가능한 응답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하여 이 값을
정보검색관리 프로토콜의 타임 아웃 값으로 적용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