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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C++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KRISTAL-2002 데이터 관리 및 검색 프로그램은 데몬 방식의 서버로 구동 되는
데, 사용자의 서버 접근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
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받은 후, 사용자를 대신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버
와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적절한 결과를 제공한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Compile 시 포함해야 할
Header 파일과 Library 에 관한 것이다.

1.1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사용을 위한 준비
 포함할 Header 파일들
KRISTAL-2002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API 헤더
ClientLib.h 를 자신의 소스에 include 시키고 사용하고자 하는 API 를 호출합니다.
유니 코드 문자열 처리 관련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공유 유틸
리티 헤더(kshare.h)를 포함합니다.
 링크(link)
링크 시에는 –lclient –lcom –lshare –lxerces-c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여 줍니다. 유니
코드 관련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에는 –liconv 를 더 추가합니다.
그 밖에 시스템에 따라 다음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 LINUX 계열

KRISTAL-2002 C++ 프로그램 개발자 매뉴얼

2

–liberty –lm –ldl –lstdc++ -lnsl –lresolv
- Sun 계열
–liberty –lm –ldl –lstdc++ -lnsl –lresolv –l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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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C++ 사용자 API
2.1 제공하는 자료 구조
KRISTAL-2002 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

섹션 리스트, 검색 결과 리스트 등

의 정보를 요청하고 가져오기 위한 자료 구조를 개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 Parameter 클래스로 정의하였으며, 섹션, 문서, 테이블 등 세부적인 정보들은
다시 몇 개의 클래스로 정의하였다. 이들 자료구조와 일부 변수들의 필요 값들은
$KRISTAL_HOME/include/com/ObjectClasses.h 에 정의되어 있다.

2.1.1 제공되는 클래스들
다음은 제공되는 클래스들과 그것에 대한 설명이다.
 통합 Parameter 클래스 (서비스 요청과 결과 반환 시 사용)
class Cparameter_t
{
public:
vector<Cschema_info_t> schemas;

// 스키마 정보들의 vecto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 문서들의 vector

vector<Csection_t> sections;

// 섹션들의 vector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 섹션 이름들의 vector

vector<CXML_node_t> nodes;

// XML 문서 node 들의 vector

vector<Cknowledge_document_t> knowledge_documents; // 카테고리 분류의
// knowledge 문서들의 vector
vector<Cdisplay_t> displays; // 하이라이팅, 요약 방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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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igned int start_position;

// 문서 리스트 요청이 시작 위치

unsigned int counter;

// 문서 리스트, 기본 키

요청 시 요청 개수

int direction; // primary key 요청 시 방향 (맨 처음, 다음, 이전, 맨 뒤)
string primary_key; // primary key
bool order; // 소팅 순서 (불리언 최신 문서 순서 order=DESCENDING)
// 섹션값 타입 (String, Integer)

bool sorting_key_type;
bool flag;

// XML 문서에서 system section 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

CXML_node_t pivot_node;

// XML 노드이동에서 기준이 되는 노드

unsigned int minDF;

// 카테고리 분류에서 최소 DF

unsigned int maxDF;

// 카테고리 분류에서 최대 DF

string delimiter;

// 구분자

string target_section;

// 대상 섹션

string schema_text; // schema

// 스키마 text

unsigned int top_document_no; // 카테고리 분류에서 검색된
// 문서의 threshold
vector<string> table_namelist;

// 테이블 이름 vector

int space_operator;

// 스페이스 연산자 지정

string query;

// 질의

int term_expansion;

// 검색시 질의 확장 옵션

int remove_chars_word;

// 검색시 낱자 질의 제거 옵션

vector<int> thesaurus_levels;

// 시소러스 확장 레벨

string extended_query;

// 확장 질의

vector<Csection_t> stopwords;

// 불용어 리스트 (섹션 이름, 값)

vector<Csection_t> terms;

// 순수 단어 리스트 (섹션 이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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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igned int estimated_totoal_df;

// 추정 결과 문서 수

Cintegrate_retrieve_t integrate;

// 이종스키마 통합 검색시 첫페이지 구

성 요청 옵션
unsigned int set_id;

// 결과 셋 ID

unsigned int total_df;

// 전체 검색 문서 건수

vector<Cdocument_group_t> document_groups;

// 이종스키마 통합 검색

시 첫 페이지 구성 결과
vector<string>return_values;

// 수치연산 결과 리턴값

int method;

// 검색 방법

float similarity_value;

// 유사 문서 검색시 유사도 값 (0.0 ~ 1.0)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 서비스 시간

int server_type;

// 분산검색기 인지 원천검색기인지 서버 타입

string server_version;

// 서버 버전

string db_description;

// DB 설명

int errcode;

// 에러 코드

string errmsg;

// 에러 메시지

public:
Cparameter_t &operator=(const Cparameter_t &parameter2);
Cparameter_t();
};

 스키마 정보 클래스
class Cschema_info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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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string volume_dir;

// DB 의 위치

string schema_name;

// 스키마 이름

bool schema_type;

// 스키마 타입 true:xml false: plain

bool aux_flag;

// true:aux false:no aux

long unsigned int total_document_no;
vector<Ctable_info_t> tables;

//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총 문서수

// 테이블들의 정보

vector<Cbasic_section_t> basic_sections; // 기본 섹션
vector<Cvirtual_section_t> virtual_sections;// 가상 섹션
vector<Cunion_section_t> union_sections; //통합 섹션
vector<Cprimary_section_t> primary_sections; //기본키 섹션
};

 테이블 정보 클래스
class Ctable_info_t
{
public:
string table_name;

// 테이블 이름

short int table_id;

// 테이블 이름과 매핑되는 id

long unsigned int document_no;// 테이블에 적재된 총 문서의 수
};

 기본(Basic) 섹션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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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basic_section_t
{
public: // basic section
string section_name;

// 섹션 이름

string data_type;

// 형식

string index_type;

// 색인 형식

string default_value;

// 기본 값

bool stemming;

// 스테밍 여부

bool hanja;

// 한자 변환 여부

bool stopword;

// 불용어 처리 여부

};

 가상(Virtual) 섹션 클래스
class Cvirtual_section_t
{
public:
string virtual_section_name;

// 가상 섹션 이름

vector<string> original_section_namelist;

// 원 섹션 이름들

string index_type;

// 색인 형식

bool stemming;

// 스테밍 여부

bool hanja;

// 한자 변환 여부

bool stopword;

// 불용어 처리 여부

};

 통합(Union) 섹션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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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union_section_t
{
public:
string union_section_name;

// 통합 섹션 이름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 통합 섹션에 참여한 기본 섹션 명

};

 기본 키(Primary) 섹션 클래스
class Cprimary_section_t
{
public:
string primary_section_name;
};

// 기본 키 섹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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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Document) 클래스
class Cdocument_t
{
public:
unsigned int document_id;

// 문서 ID

short int table_id;

// 테이블 ID

float weight;

// 문서의 중요도

string primary_key;

// 기본 키

vector<Csection_t> sections;

// 섹션들

// 섹션 이름을 입력하면 문서에 들어있는 해당 섹션의 값을 반환한다.
string getSectionValue(const string& section_name);
};

 섹션 (Section) 클래스
class Csection_t {
public :
string section_name;

// 섹션 이름

string section_value;

// 섹션 값

vector<unsigned int> offset_list;

// 하이라이팅을 위한 질의어 offset

vector<unsigned int> length_list;

// 하이라이팅을 위한 질의어 길이

public :
Csection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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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ction_t(string section_name, char* section_value, unsigned int
section_value_size);3
int trans_binvalue(char* &section_value, unsigned int&
section_value_size);4
};

3

Binary 값을 섹션에 넣을 때 사용한다. Section_value 로 준 메모리의 해제는 사용자 책

임이다
4

Binary 값이 들어있는 섹션에서 값을 받아올 때 사용한다. 리턴 된 값의 메모리 해제는

사용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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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 노드 클래스
class CXML_node_t
{
// object type depend member variables Here./
public:
bool search_flag;

// true 면 검색이 된 node,
// false 면 검색 tree 상에 있는 node

short int table_id;

// 테이블 ID

string primary_key;

// 기본키

vector<Csection_t> sections;

// 섹션 명, 섹션 값

CXML_system_section_t system_section;

// XML 시스템 섹션

public:
CXML_node_t();
};

 XML 시스템 섹션 클래스
class CXML_system_section_t
{
public:

5

unsigned int node_id;

// 노드 ID (default)5

string title;

// 타이틀 섹션 (default)

Default 로 표시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값들이며, 그 외 시스템 섹션의 변수

값들은 통합 파라미터의 flag 변수가 true 가 되어야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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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레벨 (default)

int level;

string type;
// 부모 노드의 ID

unsigned int parent_node_id;

unsigned int left_node_id; // 왼쪽 형제 노드의 ID
unsigned int right_node_id;

// 오른쪽 형제 노드의 ID

unsigned int firstchild_node_id;

// 자식 중 맨 왼쪽 노드의 ID

int order;
public:
CXML_system_section_t();
};

 Display 요청 형식 클래스
class Cdisplay_t
{
string section_name;
int highlight_method;
string start_tag;

// 하이라이팅을 위한 시작 태그

string end_tag;

// 하이라이팅을 위한 끝 태그

int summary_method;

// 요약방법

unsigned int summary_length;
};

// 요약문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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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검색 첫 페이지 요청 형식 클래스
class Cintegrate_retrieve_t
{
public:
// 첫 페이지 요청 사용 여부

bool is_used;
bool group_type;

// 그룹 단위를 테이블 혹은 스키마로 설정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 통합 검색시 각 그룹당 정렬할 키섹

션 지정
bool sorting_key_type;

// 정렬할 키섹션의 타입지정

bool order;

// 정렬시 오름차순, 내림차순 지정

unsigned int counter;

// 각 그룹당 가져올 문서의 개수 지정

public:
Cintegrate_retrieve_t();
};



문서 그룹 클래스
class Cdocument_group_t
{
public:
df_per_group;

// 그룹 당 검색 문서 건수

vector<Cdocument_t> documents; // 그룹 당 검색된 문서들
public:
Cdocument_group_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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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공하는 상수들
다음은 일부 변수들 중 지정될 수 있는 값들의 정의이다. 괄호 안의 있는 이름
은 통합 파라미터에서의 변수 이름이다.

 검색 방법 ( method)
#define BOOLEAN_MODEL 0
#define VECTOR_BOOLEAN_MODEL 1
#define VECTOR_HASH_MODEL 2
#define VECTOR_HASH_PRUNING_MODEL 3

 기본 키 검색 시 방향 (direction)
#define FIRST_NODE 0

// 첫 기본 키

#define LAST_NODE 1

// 마지막 기본 키

#define PREVIOUS_NODE 2

// 현재 위치에서 앞의 기본 키

#define NEXT_NODE 3

// 현재 위치에서 뒤의 기본 키

 XML Node 구분 (direction)
#define XML_ROOT_NODE 0

// Root 노드

#define XML_PARENT_NODE 1

// 부모 노드

#define XML_LEFT_NODE 2

// 왼쪽 형제 노드

#define XML_RIGHT_NODE 3

// 오른쪽 형제 노드

#define XML_CHILD_NODE 4

// 자식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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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XML_SIBLING

// 같은 레벨의 노드들

#define XML_ANCESTOR

// 루트 노드까지의 조상 노드들

 Space 의 연산자 지정 방식 (질의에 포함된 공백을 다음 연산자로 간주)
(space_operator)
#define SPACE_AND 0
#define SPACE_OR 1
#define SPACE_NOT 2
#define SPACE_WITHIN 3
#define SPACE_NEAR 4

 정렬 순서 (order)
#define ASCENDING FALSE // 오름차순 정렬
#define DESCENDING TRUE

// 내림차순 정렬

 정렬 시 키 값을 어느 타입으로 인식할지 타입 정의 (숫자일 경우)
(sorting_key_type)
#define K_STRING false

// 정렬 키를 문자열로 간주

#define K_NUMBER true

// 정렬 키를 숫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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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마 타입 정의 (schema_type)
#define XML_SCHEMA true

// XML 스키마

#define PLAIN_SCHEMA false // 일반 Plain 문서 스키마

 하이라이팅 요청 시 방법 정의 (displays.highlight_method)
LISTING_LOCATION 방법은 하이라이트 단어의 offset 과 length 를 각 섹션마다
표시해주며, INSERETING_TAG 방법은 사용자가 정해준 시작태그와 끝태그를 원
문에 삽입해 준다.
EACH 는 섹션이 지정된 검색어에 한해서만 해당 섹션의 검색 단어에 하이라이
팅을 해주며, ALL 은 섹션에 관계없이 검색에 사용된 모든 검색 단어에 하이라
이팅을 해준다.

#define NONE

// 하이라이팅 사용안함

0

#define LISTING_LOCATION_EACH
#define INSERTING_TAG_EACH

2

#define LISTING_LOCATION_ALL
#define INSERTING_TAG_ALL

1

3

4

 요약 요청 시 방법 정의 (displays.summary_method)
지정 섹션의 요약 요청시 사용하며 displays 변수에 요약 대상이 되는 섹션들을
적어준다. 이때 summary_method 에 방법을 지정하고, summary_length 에 요약문의
길이를 지정한다. 요약 방법 중 NORMAL_SUMMARY 는 질의 단어 중 문서에서
처음 나온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이다.

KRISTAL-2002 C++ 프로그램 개발자 매뉴얼

#define NONE

0

17

// 요약 사용 안함

#define NORMAL_SUMMARY

1

 질의 확장 방법 정의 (term_expansion)
KRISTAL-2002 는 검색 시 사용하는 질의어를 확장하여 재현율을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한다.6

#define NO_QUERY_TERM_EXPANSION

// 질의확장 사용안함

0

#define PARTIAL_QUERY_TERM_EXPANSION
#define FULL_QUERY_TERM_EXPANSION

2

1

// “” 확장 제한
// 최대 확장

NO_QUERY_TERM_EXPANSION 은 전혀 질의 확장을 사용하지 않는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넣은 질의단어를 그대로 검색한다. (예 : ‘사용하지’ 라는 질의어를
넣었을 경우 ‘사용하지’ 와 정확히 매치되는 색인어가 있는 섹션을 찾아준다.)
FULL_QUERY_TERM_EXPANSION 은 검색 대상 섹션이 색인된 방법 그대
로 질의어를 확장하여 검색을 한다. (예 : 대상 섹션이 INDEX_BY_MA 로 색인되
었을 경우 ‘사용하지’ 라는 질의가 들어올 경우 질의 확장에 의해 ‘하지’ 라는 조
사를 버리고 ‘사용’ 이라는 단어를 추출하여 검색)
PARTIAL_QUERY_TERM_EXPANSION 확장 방식은 FULL_QUERY_TERM_
EXPANSION 과 거의 동일하나 쌍따옴표(“”)에 지정된 한글 질의에 대한 처리 방식

6

일부 확장은 현재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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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NDEX_BY_MA/INDEX_BY_TOKEN 방식에 대해서만 다르다. 예를 들어 “정보
검색 시스템”을 FULL_QUERY_TERM_EXPANSION 방식으로 확장하면 (((정보 /W1
검색) | 정보검색) /W1 시스템)으로 확장되지만 PARTIAL 방식에서는 (정보검색
/W1 시스템)으로 확장된다. 즉 PARTIAL 방식에서는 쌍따옴표에 입력된 단어에 대
해서는 복합명사 분리를 하지 않는다. 그외의 기능은 동일하다.

 의미없는 질의 단어 제거 방법 정의 (remove_chars_word)
일반적으로 한 글자 단어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 글자 질의 단
어를 질의어에서 제거할 지 여부를 지정한다.7

#define NO_REMOVE_CHARS_WORD
#define REMOVE_SINGLE_CHAR_WORD



// 제거 안함

0
1

// 한 글자 단어 제거

문서 그룹 형태 지정(integrate.group_type)
이종 스키마를 가진 테이블들을 한번의 요청으로 검색을 할 경우에 한 화면에

몇 개의 결과 문서들만 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
되는 옵션으로서 결과 문서들을 검색 응답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문서들을
테이블 단위 혹은 스키마 단위로 그룹화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그룹 형태를 지
정하는 옵션이다.

#define TABLE_GROUP

7

0

// 테이블 별로 그룹화

2 글자 이상 단어의 제거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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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마 별로 그룹화

산술 연산 지정 (query)
지정된 섹션에 대하여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총합, 유일한 키의 갯수를 구

한다. 평균값과 총합의 경우는 해당 섹션이 int 나 float 인 경우만 수행된다.

#define MAX "MAX"
#define MIN "MIN"
#define AVG "AVG"
#define SUM "SUM"
#define CNT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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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자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
서버와의 모든 작업은 사용자 라이브러리(Client Library) Class 를 이용하여 수행되
는데, 해당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class ClientLIB
{
private:
string m_ipaddr;
int m_port;
Message *m_msg;
public:
ClientLIB(const string ip_addr, int port);
~ClientLIB();
void SetAddress(const string ip_addr, int port);
int Request(const string process,
Cparameter_t &in_parameter,
Cparameter_tt &out_parameter);
string getVersion();
};

ClientLIB Class 에서 사용하는 멤버 변수는 모두 Private 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멤버 함수만 숙지하면 된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의 멤버함수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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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Address(const string ip_addr, int port)
-

새로운 ip 주소와 포트를 설정한다.

Request(const string process, Cparameter_t &in_parameter,
Cparameter_t &out_parameter)
-

Kristal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한다.

getVersion()
-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의 프로토콜 버전을 표시한다.

검색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버에 대한 서비스 요청은 Request 를 사용하면 된다. 서버의
프로토콜 버전은 서버 기동시 나오는 서버 버전과 같으며, 만약 서버에 대한 서비스
요청시 프로토롤 버전이 맞지 않는 에러가 나오면 getVersion 을 호출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버전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토콜 버전은 2002.1.x.x 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프로토콜이 변경되면 버전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분이
바뀌므로 이 부분이 다르면 서버와의 통신이 안된다. (마지막 부분은 버그수정과 같은
사소한 부분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토콜 버전과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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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서 제일 중요한 멤버함수인 Request 를 사용하여 특정
KRISTAL 데몬(daemon)에 접속, 테이블(table)정보를 가져오는 C++ 예제로서 앞으로 설
명 되는 모든 예제는 다음 예제를 기본 구조로 사용한다. 이때 서버의 IP 와 포트는 각
각 “127.0.0.1”, “50000”을 사용한다.
#include <ClientLib.h>
#include <ObjectClasses.h>
1

int main ()

2{
3

ClientLIB c(“127.0.0.1”, 50000);

4

Cparameter_t in, out;

5

int e;

6
7
8

e = c.Request(GET_DB_INFO,in,out);

9

if (e)

10

{

11

cout << "ERROR : " << out.errmsg << "(" << out.errcode << ")" <<endl;

12

return 1;

13

}

14

cout << " # of Schemas : " << out.schemas.size() << endl;

15 }

3 : ClientLIB 객체를 생성한다. ClientLIB 생성시 서버의 IP 주소와 PORT 번호를
넣어 주며, 생성된 객체는 소멸되기 전까지 지정한 IP 와 PORT 번호로만 접근 가
능하다.
4 : ClientLIB 생성 후에는, 서버에 요청시 사용되는 파라미터 객체 (in)와 받아올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 객체 (out)를 생성한다. 파라미터 객체는 통합 Parameter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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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를 통하여 생성한다.
8 : ClientLIB 의 Request 멤버 함수를 호출한다. Kristal-2002 의 모든 서비스 요청
API 는 Request 로 하며 원하는 서비스의 이름을 파라미터로 넣어 서비스를 구분한
다. 서비스에 따라 서버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반환되는 정보들이 다른데, 이들 정
보는 4 라인에서 생성한 객체인 in 에 서버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넣어주며, out 에서
서버에서 반환되는 정보를 받아간다. 따라서 서비스 별로 통합 파라미터의 변수들
중 일부는 사용되고 일부는 사용되지 않는다. 서비스 종류와 각 서비스별 요청 파
라미터, 반환 파라미터에 쓰이는 변수들은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9 -13 : Request 가 0 이 아닌 값이 나오면 에러가 발생한 상황이다. 일부는 Kristal
의 특성상 에러가 아닌 경고인 경우도 있다. (결과 셋과 데이터 갱신으로 인한 실
제 데이터의 불일치 현상, 잘못된 질의 등)
KRISTAL-2002 의 모든 에러 메시지와 코드 번호는 반환 파라미터의 errmsg 와
errcode 에 쓰여있다.

2.2.1 Binary Data 사용법
바이너리 데이터 (Blob 데이터)를 KRISTAL-2002 서버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일반
Text 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이들 바이너리 데이터를 text 형태의 string 으로
변환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환은 KRISTAL-2002 Client Library 에서 수행하며
사용자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섹션 클래스에 삽입할 때와 추출할 때 일반적인 Text
데이터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삽입시
Csection_t(string section_name, char* section_value, unsigned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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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_value_size); 를 사용하여 섹션을 생성한다. 입력 파라미터는 섹션 이름,
바이너리 데이터의 포인터, 바이너리 데이터의 바이트 사이즈이다. 위의 생성자로
섹션을 생성했을 때 바이너리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Base64 인코딩되어 text 데이터
로 저장된다.

예)
char* input ;
unsigned int input_size ;
// input 과 input_size 에 바이너리 데이터와 사이즈가 들어있다고 가정

Csection_t Asection(“BINARY_SECTION”, input, input_size);

// 섹션 개체

생성
Cdocument_t Adoc ;
Adoc.sections.puh_back(Asection) ;

추출시
int trans_binvalue(char* &section_value, unsigned int& section_value_size);을 사용하여
얻어온 섹션 값을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환한다. 입력 파라미터는 얻어올 바이너리
데이터의 포인터와 바이트 사이즈이다.

예)
Cdocument_t Outdoc ; // 검색 결과로 추출된 문서라고 가정

char* output ;
unsigned int output_size ;
string section_name=Outdoc.sections[0].section_name ;
Outdoc.sections[0].trans_binvalue(output, output_si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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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 사용
...
:::free(output) ; //

사용자의 메모리 해제

삽입 및 추출 모두 바이너리 데이터에 할당된 메모리의 관리는 사용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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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자 API 명세
다음은 서비스 종류와 요청, 반환 시 사용되는 파라미터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다. 모든 변수들은 Cparameter_t 클래스의 멤버 변수이다. 예제는 각 서비스들에서
사용되는 입력 파라미터와 출력 파라미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컴파일 되
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앞 절의 예제에서 4-15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실
제 수행이 되는 예는 예제 프로그램들의 모음인 kprograms 의 예제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정의는

$KRISTAL_HOME/include/com/ObjectClasses.h 에 정의되어 있다.
KRISTAL-2002 client 모듈의 특성상 각 입출력 파라미터의 멤버 변수들은 사용되
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다음 절에서 사용되는 * 기호는 클래스 구
조 중 하위 멤버들이 모두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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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DB_INFO
DESCRIPTION
DB 에 들어있는 Schema 들의 정보를 얻어온다. 입력 파라미터는 없다. 이
정보에는 schema 의 이름, table 들의 정보, Basic Section, Virtual Section, Union
Section, Primary Section, Database Description 등이 포함된다. Service_Time 은
모든 API 의 리턴값으로서 서비스를 Kristal 서버가 처리한 시간을 말한다.
단위는 mili-second 이다.
IN PARAMETER
OUT PARAMETER
string userarea_text; // 사용자가 Database Schema 에 명시한 내용
vector<Cschema_info_t> schemas.*;
long Service_Time;
EXAMPLE
// 입력 파라메터 클래스와 출력 파라메터 클래스를 선언
Cparameter_t p_in, p_out;

// 현재 DB 서비스에 존재하는 모든 테이블의 정보(DB Information)를
// 가져온다. 리턴되는 정보는 스키마별로 분류된다.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DB_INFO, p_in, p_out);
cout << “User Area Text : [“ << p_out.userarea_text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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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t << "####################################################" << endl;
cout << " DB Information(The Total Number of Schemas: ";
cout << p_out.schemas.size() << ")" << endl;
cout << "####################################################" << endl;

for (int i = 0; i < p_out.schemas.size(); i++) {
// 테이블명과 테이블 식별자 출력
cout << "============================================" << endl;
cout << "Schema Name : " << p_out.schemas[i].schema_name << endl;
cout << "Volume Directory : " << p_out.schemas[i].volume_dir << endl;
cout << "Tables List : ";
for (int j = 0; j < p_out.schemas[i].tables.size(); j++) {
cout << p_out.schemas[i].tables[j].table_name;
cout << "(" << p_out.schemas[i].tables[j].table_id << "),";
}
cout << endl;

// 기본 섹션 출력
cout << "\t" << "< BASIC SECTION >" << endl;
for (int j = 0; j < p_out.schemas[i].basic_sections.size(); j++) {
cout << "\t\t-----------------------------------------------------------------" << endl;
cout << "\t\tSECTION NAME: ";
cout << p_out.schemas[i].basic_sections[j].section_name << endl;
cout << "\t\tDATA TYPE

: ";

cout << p_out.schemas[i].basic_sections[j].data_type << endl;
cout << "\t\tINDEX TYPE

: ";

cout << p_out.schemas[i].basic_sections[j].index_type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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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t << p_out.schemas[i].basic_sections[j].default_value << endl;
cout << "\t\tSTEMMING?

: ";

cout << p_out.schemas[i].basic_sections[j].stemming << endl;
cout << "\t\tHANJA CONV? : ";
cout << p_out.schemas[i].basic_sections[j].hanja << endl;
cout << "\t\tSTOPWORD?

: ";

cout << p_out.schemas[i].basic_sections[j].stopword << endl;
cout << "\t\t------------------------------------------------------------------" << endl;
cout << endl << endl;
}

// 가상 섹션 출력
cout << "\t" << "< VIRTUAL SECTION >" << endl;
for (int j = 0; j < p_out.schemas[i].virtual_sections.size(); j++) {
cout << "\t\t------------------------------------------------------------------" << endl;
cout << "\t\tSECTION NAME: " ;
cout

<< p_out.schemas[i].virtual_sections[j].virtual_section_name << endl;

cout << "\t\tORG. NAME

: ";

cout << p_out.schemas[i].virtual_sections[j].original_section_name << endl;
cout << "\t\tINDEX TYPE

: ";

cout << p_out.schemas[i].virtual_sections[j].index_type << endl;
cout << "\t\tSTEMMING?

: ";

cout << p_out.schemas[i].virtual_sections[j].stemming << endl;
cout << "\t\tHANJA CONV? : ";
cout << p_out.schemas[i].virtual_sections[j].hanja << endl;
cout << "\t\tSTOPWO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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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t << p_out.schemas[i].virtual_sections[j].stopword << endl;
cout << "\t\t--------------------------------------------------------------" << endl;
cout << endl << endl;
}

// 통합 섹션 출력
for (int j = 0; j < p_out.schemas[i].union_sections.size(); j++) {
cout << "\t\t---------------------------------------------------------------" << endl;
cout << "\t\tSECTION NAME: ";
cout << p_out.schemas[i].union_sections[j].union_section_name << endl;
cout << "\t\tSECTION LIST: ";
int secsize = p_out.schemas[i].union_sections[j].section_namelist.size();
for (int k = 0; k < secsize; k++) {
cout << p_out.schemas[i].union_sections[j].section_namelist[k] << ", ";
}
cout << endl;
cout << "\t\t------------------------------------------------------------------" << endl;
cout << endl << endl;
}

// 기본 키 섹션 출력
for (int j = 0; j < p_out.schemas[i].primary_sections.size(); j++) {
cout << "\t\t---------------------------------------------------------------" << endl;
cout << "\t\tSECTION NAME: ";
cout << p_out.schemas[i].primary_sections[j].primary_section_name
cout<< endl;
cout << "\t\t---------------------------------------------------------------" << endl;

KRISTAL-2002 C++ 프로그램 개발자 매뉴얼

31

cout << endl << endl;
}

cout << "===========================================" << en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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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META_INFO_QUERY
DESCRIPTION
사용자 질의, 서버에서 확장한 확장질의, 질의시 사용된 불용어, 순수 질
의 단어, 검색된 테이블 이름 리스트, 공백처리 연산자, 검색 방법 등의
정보를 얻어온다.

IN PARAMETER
unsigned int set_id;
OUT PARAMETER
string query;
string extended_query;
vector<Csection_t> stopwords;
vector<Csection_t> terms;

// 불용어가 들어있는 section 과 불용어

// 순수 질의어가 들어있는 section 과 단어

vector<string> table_namelist; // 검색된 테이블 이름 리스트
int space_operator;

// 공백처리 연산자

int method;

// 검색 방법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 서비스 소요 시간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p_in.set_id = set_id;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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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META_INFO_QUERY,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 결과 출력
cout << "==============================================" << endl;
cout << "\t[순수질의]

: " << UECONVCODE(p_out.query) << endl;

cout << "\t[확장질의]

: " << UECONVCODE(p_out.extended_query) << endl;

cout << "\t[불용어정보] : " << endl;
for (int i = 0; i < p_out.stopwords.size(); i++) {
cout << "\t\t[" << UECONVCODE(p_out.stopwords[i].section_name) << "] : ";
cout << UECONVCODE(p_out.stopwords[i].section_value) << endl;
}

cout << "\t[Term 정보]

: " << endl;

for (int i = 0; i < p_out.terms.size(); i++) {
cout << "\t\t[" << UECONVCODE(p_out.terms[i].section_name) << "] : ";
cout << UECONVCODE(p_out.terms[i].section_value) << endl;
}
cout << "\t[Table 리스트]

: " << endl;

for (int i = 0; i < p_out.table_namelist.size(); i++) {
cout << "\t\t" << UECONVCODE(p_out.table_namelist[i]) << endl;
}
cout << "\t[검색방법]

: " << UECONVCODE(p_out.method)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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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t << "\t[공백처리연산자]

: " << UECONVCODE(p_out.space_operator) <<

endl;

cout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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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SET_INFO
DESCRIPTION
셋에 저장된 정보들을 얻어온다. GET_META_INFO_QUERY 의 수퍼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질의, 서버에서 확장한 확장질의, 질의시 사용된
불용어, 순수 질의 단어, 검색된 테이블 이름 리스트, 공백처리 연산자, 검
색 방법과 실제 검색 문서의 수(추정치) 등의 정보를 얻어오며 Set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확장될 것이다.

IN PARAMETER
unsigned int set_id;
OUT PARAMETER
string query;
string extended_query;
vector<Csection_t> stopwords;
vector<Csection_t> terms;

// 불용어가 들어있는 section 과 불용어

// 순수 질의어가 들어있는 section 과 단어

vector<string> table_namelist; // 검색된 테이블 이름 리스트
int space_operator;

// 공백처리 연산자

int method;

// 검색 방법

int estimated_total_df;

// 검색 문서 추정치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 서비스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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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Cparameter_t p_in, p_out;
p_in.set_id = set_id;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SET_INFO,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 결과 출력
cout << "==============================================" << endl;
cout << "\t[순수질의]

: " << UECONVCODE(p_out.query) << endl;

cout << "\t[확장질의]

: " << UECONVCODE(p_out.extended_query) << endl;

cout << "\t[불용어정보] : " << endl;
for (int i = 0; i < p_out.stopwords.size(); i++) {
cout << "\t\t[" << UECONVCODE(p_out.stopwords[i].section_name) << "] : ";
cout << UECONVCODE(p_out.stopwords[i].section_value) << endl;
}

cout << "\t[Term 정보]

: " << endl;

for (int i = 0; i < p_out.terms.size(); i++) {
cout << "\t\t[" << UECONVCODE(p_out.terms[i].section_name) << "] : ";
cout << UECONVCODE(p_out.terms[i].section_value) << endl;
}
cout << "\t[Table 리스트]

: " << endl;

for (int i = 0; i < p_out.table_namelist.size(); i++) {
cout << "\t\t" << UECONVCODE(p_out.table_namelist[i])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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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t << "\t[검색방법]

: " << UECONVCODE(p_out.method) << endl;

cout << "\t[공백처리연산자]

: " << UECONVCODE(p_out.space_operator) <<

endl;
cout << "\t[결과추정치]

: " << UECONVCODE(p_out.estimated_total_df) <<

endl;

cout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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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RETRIEVE
DESCRIPTION
검색을 요청한다. 이때 검색 대상이 되는 테이블 이름, 스페이스 연산 지
정자와 검색 모델, 질의 확장, 불용어 제거 옵션을 정의하여 주어야 한다.
스페이스 연산 지정자, 검색 모델, 질의 확장, 불용어 (의미없는 단어) 제
거옵션은 2.1 절을 참조하기 바라며, 질의는 UTF-8 코드로 되어 있어야 한
다. 또한, 검색 결과를 셋에 저장할 때의 순서 (order : 최초 데이터가 저장
된 순서 혹은 역순, 즉 최신 문서 순서로 할 때는 order=DESCENDING)도
정해준다. 기본값은 ASCENDING 이다.

반환 값은 검색 결과 셋 번호와

셋에 저장된 검색 문서의 개수, 검색된 문서 (불리언 검색인 경우에는 실
제 검색된 문서이며, 벡터 검색인 경우에는 추정치이다.) 이며, 검색 대상
테이블을 여러 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각 테이블 당 검색된 문서의 개수
도 반환된다.
Thesaurus_levels 를 주면 질의어를 시소러스 사전에 의해 확장하여 검색한
다.
특별한 응용으로, 이종 스키마를 가진 테이블들을 한번의 요청으로 검색
을 할 경우에 한 화면에 몇 개의 결과 문서들만 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integrate 옵션을 지정하면 결과 문서
들을 검색 응답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이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s_used 를 true 지정하여야 한다. 검색된 결과 문서들은 테이블 단위 혹은
스키마 단위로 그룹화해서 가져올 수 있으며, 정렬을 할 수 있다. Integ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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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에서 정렬 순서를 지정하면 상위의 order 는 무시된다. 또한, 가져올 문
서의 수를 지정할 수 있고, 가져올 섹션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integrate 옵션을 사용할 경우 결과 문서들은 결과 셋에 저장되지 않
으므로 추가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응용 외에는 가급
적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응용예:
A 테이블 (3 건)
제목 – 저자 – 초록
제목 – 저자 – 초록
제목 – 저자 – 초록
B 테이블 (2 건)
제목 – 저자 – 초록
제목 – 저자 – 초록
C 테이블 (1 건)
제목 – 저자 – 초록

IN PARAMETER
vector<string> table_namelist;
int space_operator;
int method;
string query;
int term_expansion;
int remove_chars_word;
bool order;
vector<int> thesaurus_levels;
Cintegrate_retrieve_t

integ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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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PARAMETER
unsigned int set_id;
unsigned int total_df;
// 검색 문서 추정치

unsigned int estimated_total_df;
vector<Cdocument_group> document_group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Cparameter_t p_in, p_out;

//==========================================================
// 입력 인자들을 설정
//==========================================================
p_in.table_namelist = table_namelist;

// 검색 대상 테이블 지정

p_in.space_operator = space_op; // 공백 처리 방법 지정(ObjectClasses.h 참조)
p_in.term_expansion = FULL_QUERY_TERM_EXPANSION; // 질의 확장 사용
을 명시
p_in.remove_chars_word = 1; // 1 글자 단어는 검색대상에서 제외
p_in.method= ret_method;

// 검색 방법 지정(ObjectClasses.h 참조)

p_in.order = ASCENDING;

// 결과 집합 순서 지정(ObjectClasses.h 참조) ,

최신 문서 순서 p_in.order=DE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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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를 UTF-8 로 변환

EUCKR_TO_UTF8(query, u_query);
p_in.query = query;

// 질의어 지정

//==========================================================
// 검색 수행
//==========================================================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RETRIEVE,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 endl;
cout << " 검색 결과 문서 수 : " << p_out.total_df << endl;
cout << " 검색 결과 셋 식별자 : " << p_out.set_id << endl;
cout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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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RETRIEVE_SIMILAR_DOCUMENTS
DESCRIPTION
유사문서 검색을 수행한다. 이때 비교 대상 문서, 검색 대상 섹션이름, 유
사도 값, 검색 대상 결과 셋을 지정한다. 비교대상문서는 Cdocument_t 타
입의 문서로 넣어주며, 맨 처음 문서만 비교 대상이 되므로 documents 에
하나만 넣어준다. 또한 Cdocument_t 의 멤버변수 중 weight 와 sections 는
의미가 없으므로 넣어주지 않는다. 유사문서 검색을 수행할 때는 문서가
검색질의가 되므로 이 질의 문서가 검색될 당시의 질의가 실제로 반영이
안될 수가 있다. 이 질의를 강제로 반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력 파라
미터로 질의 문서가 검색된 결과 Set_id 를 넣어주면 서버가 해당되는 질의
를 찾아 유사문서 검색의 질의로 포함시킨다. 질의 강제 반영을 하지 않
으려면 set_id 값을 0 을 넣어준다. 반환 값은 일반 검색과 마찬가지로 결
과 셋 번호와 검색 문서의 개수, 테이블 당 검색된 문서의 개수가 나온다.

IN PARAMETER
vector<string> table_namelist;
vector<Cdocument_t> documents;
float similarity_value;
unsigned int set_id;

OUT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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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igned int set_id;
unsigned int total_df;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p_in.table_namelist = table_namelist;
vector<Csection_t> sections;

// 검색 대상 테이블 지정
// 사용자 지정 유사 문서 값

Csection_t oneSection;
oneSection.section_name=”TIK”; // 유사문서 검색 대상 섹션
oneSection.section_value=”사용자 지정 문자열”; // 유사문서 섹션 내용
sections.push_back(oneSection);
p_in.documents.sections=sections;
p_in.similarity_value = threshold;
p_in.set_id = p_out.set_id;

// 유사도 임계치 지정
// 이전 사용자 검색어에 대한 유

서문서 검색시 반영함으로 보다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반영하지 않을 때
는 p_in.set_id=0 를 사용한다.

// 유사문서 검색 수행
ret_val = clientLib.Request(RETRIEVE_SIMILAR_DOCUMENTS,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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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t << " 검색 결과 문서 수 : " << p_out.total_df << endl;
cout << " 검색 결과 셋 식별자 : " << p_out.set_id << endl;
cout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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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RETRIEVE_IN_RESULT
DESCRIPTION
결과 내 검색을 수행한다. 입력으로는 결과 집합인 결과 셋의 ID 와 질의
확장 방법, 불용어 제거 옵션, 질의가 들어간다. 검색 방법은 벡터 검색으
로 자동으로 고정되며, 공백 연산자 옵션도 기존 검색을 상속 받는다.
Thesaurus_levels 를 주면 시소러스 사전에서 질의어를 확장하여 검색한다.

IN PARAMETER
unsigned int set_id;
int term_expansion;
int remove_chars_word;
string query;
vector<int> thesaurus_levels;

OUT PARAMETER
unsigned int set_id;
unsigned int total_df;
unsigned int estimated_total_df;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 검색 문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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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Cparameter_t p_in, p_out;

// 검색 대상 결과셋 지정

p_in.set_id = set_id;
string u_query=”Tik:과학”;

// 질의를 UTF-8 로 변환

EUCKR_TO_UTF8(query, u_query);
p_in.query = query;

// 질의어 지정

// 검색 수행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RETRIEVE_IN_RESULT,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 endl;
cout << " 검색 결과 문서 수 : " << p_out.total_df << endl;
cout << " 검색 결과 셋 식별자 : " << p_out.set_id << endl;
cout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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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DOCUMENTS_FROM_RESULT
DESCRIPTION
검색된 문서들을 얻어온다. 입력 파라미터로는 결과 셋 번호, 가져올 문서
들의 검색 결과 리스트상에서의 시작 위치, 가져올 문서의 개수와 문서
내용 중 가져오고 싶은 섹션들의 이름을 지정한다. ALL_SECTIONS 를 지
정하면 모든 섹션 내용들을 가져온다.
Documents 의 멤버 변수 중 primary_key 는 사용자가 primary key section 으
로 지정한 섹션들을 조합하여 KRISTAL 서버 내부에서 만든 것으로,
GET_DOCUMENTS_BY_PRIMARY_KEY 에 사용할 primary_key 를 찾을 때
유용하다.
가져올 섹션 중 하이라이트나 요약 등 특별한 표현 방법을 원할때에는
displays 에 방법을 지정한다. Displays 에는 섹션명과 하이라이트 방법, 요약
방법을 적어준다. 둘 중 하나만 지정하여도 되고 둘 다 지정하였을 경우
에는 요약문에 하이라이트가 표시된다. 하이라이트 방법 중 LISTING 계열
은 하이라이트 대상 단어들의 위치를 Csection_t 의 offset_list 와 length_list
에

넣어주는

것이고,

INSERTING_TAG_*

계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start_tag 와 end_tag 에 하이라이팅될 단어의 앞 뒤에 tag 를 지정해주면 섹
션 내용에 tag 들을 포함하여 리턴해준다.

IN PARAMETER
Vector<Cdisplay_t> 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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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igned int set_id;
unsigned int start_position;
unsigned int counter;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OUT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p_in.set_id = set_id;

// 셋 식별자 지정

p_in.start_position = start_pos;

// 가져올 시작 위치 지정

p_in.counter = 10;

// 가져올 문서 개수 지정

p_in.section_namelist = section_namelist;

// 출력할 섹션 이름 지정

Cdisplay_t adisplay;
adisplay.section_name=section_namelist[0]; // 첫 섹션만 하이라이트
adisplay.highlight_method = INSERTING_TAG_ALL; // 하이라이팅 방법 지정
// 하이라이팅 방법이 INSERTING_TAG 계열이므로 시작태그와 끝태그 지
정
// 시작태그

adisplay.start_tag=”<font color=’red’>”;
adisplay.end_tag=”</font>”;

// 끝태그

adisplay.summary_method=NORMAL_SUMMARY;

// 요약 방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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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길이 지정

p_in.displays.push_back(adisplay);

// 검색 결과 문서 가져오기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DOCUMENTS_FROM_RESULT,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 endl;

// 문서 출력
for (int i = 0; i < p_out.documents.size(); i++) {
cout << "<DocID:";
cout << p_out.documents[i].document_id;
cout << "> <TableID:";
cout << p_out.documents[i].table_id;
cout << ">" << endl;
for (int j = 0; j < p_out.documents[i].sections.size(); j++) {
cout << "\t";
cout << "[";
// EUC-KR 로 변환하여 출력
cout << UECONVCODE(p_out.documents[i].sections[j].section_name);
cou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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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C-KR 로 변환하여 출력
cout << UECONVCODE(p_out.documents[i].sections[j].section_value);
cout << endl;
}
}
cout << "========================================" << endl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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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DOCUMENTS_WITH_IDS
DESCRIPTION
문서의 내용을 가져온다. GET_DOCUMENTS_FROM_RESULT 와 기능은 비
슷하다. 차이점은 GET_DOCUMENTS_FROM_RESULT 는 검색 결과 셋의
리스트상에서

위치를

지정하여

내용을

가져오지만,

GET_DOCUMENTS_WITH_IDS 는 테이블 ID 와 문서 ID 만 지정하면 검색
과는 관계없이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 섹션 이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섹션 내용을 가져온다. 모든 섹션을 가져올 경우 섹션 개수에 따라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섹션 이름을 지정하여 불필요한 섹션은
제외하도록 한다.
(GET_DOCUMENTS_FROM_RESULT 와 GET_DOCUMENTS_WITH_IDS 를
같이 잘 사용하여야 효율적인 간략보기와 상세보기를 구현할 수 있다.)
입력되는 documents 의 weight 와 sections 는 무시된다. Documents 의 멤버
변수 중 primary_key 는 사용자가 primary key section 으로 지정한 섹션들을
조합하여

kristal

서버

내부에서

만든

것으로,

GET_DOCUMENTS_WITH_PRIMARY_KEY 에 사용할 primary_key 를 찾을
때 유용하다.
GET_DOCUMENT_WITH_ID 에서 하이라이팅이나 요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질의 단어들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에만 이미 검색한 셋의 set_id 가 필요하
다. 하이라이팅 방법과 요약방법은 GET_DOCUMENTS_FROM_RESULT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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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AMETER
Vector<Cdisplay_t> displays;
unsigned int set_id;
vector<Cdocument_t> documents;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OUT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1. 테이블 식별자와 문서 식별자를 이용하여 문서를 가져옴
//////////////////////////////////////////////////////////////////////////////////
Cdocument_t doc;
doc.document_id = doc_id;
doc.table_id = table_id;

// 문서 식별자 지정
// 테이블 식별자 지정

p_in.documents.push_back(doc);
// Display 설정은 선택사항
// 문서 가져오기 수행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DOCUMENTS_WITH_IDS, p_in, p_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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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t_val != 0) {
cout << "ERROR :" << p_out.errmsg << "("<< p_out.errcode <<")"<< endl;
return -1;
}

// 문서 출력
for (int i = 0; i < p_out.documents.size(); i++) {
cout << "<DocID:";
cout << p_out.documents[i].document_id;
cout << "> <TableID:";
cout << p_out.documents[i].table_id;
cout << ">" << endl;
for (int j = 0; j < p_out.documents[i].sections.size(); j++) {
cout << "\t";
cout << "[";
// EUC-KR 로 변환하여 출력
cout << UECONVCODE(p_out.documents[i].sections[j].section_name);
cout << "]:";
// EUC-KR 로 변환하여 출력
cout << UECONVCODE(p_out.documents[i].sections[j].section_value);
cout << endl;
}
}

cout << "=======================================" << endl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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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DOCUMENTS_WITH_PRIMARY_KEY
DESCRIPTION
문서 내용을 얻어온다. 앞의 GET_DOCUMENTS_XXX 들과 차이점은
primary_key 를 지정하여 문서를 얻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으로 맨
앞, 맨 뒤,

지정한 키에서 앞의 몇 개, 지정한 키에서 뒤로 몇 개를 지정

하는 direction 과 primary_key_counter 를 넣어준다. direction 을 맨 앞, 맨 뒤
로 지정할 경우에는 primary_key 는 넣지 않아도 되며 무시된다. Direction
은 2.1 절에 자세히 나와있다. 섹션이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섹션
내용을 가지고 온다. Table name 은 여러 개를 지정하여도 맨 처음에 있는
table 한 개에서만 문서를 가져온다.

IN PARAMETER
int direction; // previous, first
string primary_key; // request_primary_key
unsigned int counter; //request_primary
vector<string> table_namelist;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OUT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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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스캔 방향

p_in.direction = dir;

// 프라이머리 키

p_in.primary_key = p_key;

// 개수

p_in.counter = (unsigned int) cnt;
p_in.table_namelist = table_namelist;

// 가져올 테이블 이름

p_in.section_namelist = section_namelist;

// 섹션 이름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DOCUMENTS_WITH_PRIMARY_KEY,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for (int i = 0; i < p_out.documents.size(); i++) {
cout << "[DOCID:" << p_out.documents[i].document_id << "] ";
cout << "[TABLEID:" << p_out.documents[i].table_id << "]" << endl;
for (int j = 0; j < p_out.documents[i].sections.size(); j++) {
string secname = p_out.documents[i].sections[j].section_name;
string secval = p_out.documents[i].sections[j].section_value;

cout << "[#" << UECONVCODE(sec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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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t << "[" << secval.size() << "]";
cout << " = ";
cout << "[" << UECONVCODE(secval) << "]";
cout << endl;
}
cout << en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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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DOCUMENT_ID_WITH_DOCUMENT
DESCRIPTION
지정한 문서의 문서 아이디를 가져온다. 문서의 지정은 문서의 전체 내용
을 지정하던가, 혹은 문서의 Primary Key 를 지정하면 된다. 테이블 이름들을 지정
하면 지정한 테이블에서만 검색하여 가져온다. 복수개의 테이블을 허용하기 때문
에 여러 개의 문서를 가져올 수 있다.

IN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vector<String> table_namelist ;
OUT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예제 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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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cument_t doc;
p_in.documents.push_back(doc);
for (int i = 0; i < section_namelist.size(); i++) {
Csection_t section;

// 섹션 개체 생성

section.section_name = section_namelist[i];
section.section_value

=

EUCONVCODE("삽입

테스트

섹션("

+

section_namelist[i] + ")입니다.");

p_in.documents[0].sections.push_back(section); // 테스트 문서에 섹션 추가
}

// 문서 아이디 얻어오기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DOCUMENT_ID_WITH_DOCUMENT,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DOC ID : “ << p_out.documents[0].document_id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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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BROWSE_ALL_DOCUMENTS
DESCRIPTION
지정한 Table 의 모든 문서를 Set 에 넣고 ID 를 리턴한다.
IN PARAMETER
vector<string> table_namelist ;
OUT PARAMETER
unsigned int set_id;
unsigned int total_df;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String table= "BLUE01" ;
p_in.table_namelist(table) ;

// 문서 브라우징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BROWSE_ALL_DOCUMENTS,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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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1;
}
cout << “ Set ID : “ << p_out.set_id << endl;
cout << “ Total DF : “ << p_out.total_df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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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CALCULATE
DESCRIPTION
지정한 섹션의 최대,최소,평균,총합, 유일 키의 개수를 구한다. Query 에
MAX,MIN,AVG,SUM,CNT 등을 넣고 테이블 이름과 섹션 이름을 지정한다. 결과는
스트링의 벡터임으로 숫자 섹션은 사용자가 적절히 변환시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결과 개수는 지정한 테이블 수 * 섹션의 수이며 테이블,섹션의 구분은 사용자 몫
이다.

IN PARAMETER
String query ;

// 산술 연산자

Vector<string> table_namelist ;

// 테이블 지정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

OUT PARAMETER
Vector<string> return_value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String table= "BLUE01" ;
String section= "ABS"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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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in.table_namelist(table) ;
p_in.section_namelist(section) ;
string query= "MIN"

// 최소값 얻어오기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CALCULATE,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최소값] “ << endl;
int k=0;
for (int i = 0; i < p_in.table_namelist.size(); i++) {
cout << “\t[Table] : “ << p_in.table_namelist[i] << endl;
for (int j = 0; j < p_in.section_namelist.size(); j++) {
cout << “\t\t[section] : “ << p_in.section_namelist[i] << “-“;
cout << p_out.return_values[k] << endl;
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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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SORT_BY_SECTION
DESCRIPTION
지정한 결과 셋 내의 값들을

지정한

섹션을 키로 하여

정열한다.

Section_namelist 에 지정한 섹션이 키가 되는데 여러 개를 지정하여도 맨
앞에 하나의 키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무시된다. Sorting_key_type 은 키가
되는 섹션들의 값들을 문자로 보고 정열을 하는지, 숫자로 보고 정열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IN PARAMETER
unsigned int set_id;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bool order; // request_sorting_section
bool sorting_key_type;

// TRUE : string , FALSE : number

OUT PARAMETER
unsigned int set_id;
unsigned int total_df; // document frequency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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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p_in.set_id = set_id;

// 정렬 대상 셋 식별자 지정

p_in.section_namelist = section_namelist2;

// 정렬 대상 섹션명 지정

p_in.order = order;

// 정렬 방법 지정

p_in.sorting_key_type = sorting_key_type;

// 정렬 대상 섹션 유형 지정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SORT_BY_SECTION,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 endl;
cout << " 검색 결과 문서 수 : " << p_out.total_df << endl;
cout << " 검색 결과 셋 식별자 : " << p_out.set_id << endl;
cout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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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PROCESS_DATABASE_SCHEMA
DESCRIPTION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처리한다. 스키마 형식은 오프라인
에서와 마찬가지로 XML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버전에서
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기능 중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삭제 기능은 지원
하지 않는다.
IN PARAMETER
//스키마 스트링

String schema_text;

OUT PARAMETER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
//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을 하나 blue_0001 이라는 테이블을
// 생성하는 예제이다.
//===========================================================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테이블 생성을 위한 스키마 설정
//===========================================================
p_in.schema_text = "<?xml version=\"1.0\"?>\n";
p_in.schema_text += "<DatabaseSchema>\n";
p_in.schema_text

+=

"<UseDatabase

database-name=\"BLU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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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dir=\"TEMP\"/>\n";
p_in.schema_text += "<CreateTable table-name=\"blue_0001\" with-schema=\"sch
ema01\"/>\n";
p_in.schema_text += "</DatabaseSchema>\n";
//===========================================================
// 스키마 처리
//===========================================================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PROCESS_DATABASE_SCHEMA,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SUCESS" << endl;

ADDITIONAL DESCRIPTIONS
스키마 생성 시 데이터베이스 관련 엘리먼드(CreateDatabase, UseDatabase,
DeleteDatabase) 내의 “volume-dir” 애트리뷰트 값은 NULL 이 아닌 임의의
스트링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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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APPEND_DOCUMENT
DESCRIPTION
한 개의 문서를 삽입한다. Documents 에서 삽입할 문서의 내용은 sections,
삽입을 원하는 테이블은 table_id 에 넣어준다. 여러 개의 문서를 넣어도
맨 앞의 한 개의 문서만 삽입되며 나머지는 무시된다. 또한 documents 의
document_id, weight 는 무시된다. 리턴 값은 table_id 와 document_id 가 저장
된 문서와 소요시간이다.

IN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OUT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예제 문서 작성
///////////////////////////////////////////////////////////////////////////////////
Cdocument_t doc;
doc.table_id = table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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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in.documents.push_back(doc); // 테이블 식별자 지정
for (int i = 0; i < section_namelist.size(); i++) {
Csection_t section;

// 섹션 개체 생성

section.section_name = section_namelist[i];
section.section_value

=

EUCONVCODE("삽입

테스트

섹션("

section_namelist[i] + ")입니다.");

p_in.documents[0].sections.push_back(section); // 테스트 문서에 섹션 추가
}

// 문서 삽입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APPEND_DOCUMENT,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Append Id] : “ << p_out.documents[0].document_id << en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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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DELETE_DOCUMENT
DESCRIPTION
지정한 한 개의 문서를 삭제한다. Documents 에 여러 개의 문서를 넣어도
맨 앞의 하나만 인식되고 나머지는 무시된다. 또한 Documents 의 weight 와
sections 는 무시된다. 리턴 값은 없다.
IN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OUT PARAMETER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해당 문서 삭제
////////////////////////////////////////////////////////////////////////////
Cdocument_t doc;
doc.table_id = table_id;
doc.document_id = docID;
p_in.documents.push_back(doc);

// 테이블 식별자 지정
// 문서 식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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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식별자를 통한 문서 수집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DELETE_DOCUMENT,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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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UPDATE_DOCUMENT
DESCRIPTION
지정한 한 개의 문서를 변경한다. Documents 의 sections 에 변경할 문서의
내용을 넣어주며 여러 개의 문서를 넣어도 맨 앞의 한 개의 문서만 변경
되며 나머지는 무시된다. 또한 documents 의 weight 는 무시된다. 리턴값은
없다.

IN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OUT PARAMETER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예제 문서 작성
///////////////////////////////////////////////////////////////////////////////////
Cdocument_t doc;
doc.table_id = table_id;
doc.document_id = docID;
p_in.documents.push_back(doc);

// 테이블 식별자 지정
// 문서 식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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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t i = 0; i < section_namelist.size(); i++) {
Csection_t section;

// 섹션 개체 생성

section.section_name = section_namelist[i];
section.section_value

=

EUCONVCODE("변경

테스트

섹션("

section_namelist[i] + ")입니다.");

p_in.documents[0].sections.push_back(section); // 테스트 문서에 섹션 추가
}

// 문서 변경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UPDATE_DOCUMENT,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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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CHECK_STATUS
DESCRIPTION
서버의 상태를 check 한다. 입력값은 없다. Flag 는 접속한 IP 에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수행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True 이면 권리가 있
는것이고 False 인 경우에는 없다. Server_type 은 분산검색 서버인지 Kristal
단독 서버인지 여부이다. Server_version 은 서버의 버전을 알려주며,
DB_description 은 데이터베이스의 상세 설명을 보여준다.
IN PARAMETER

OUT PARAMETER
Bool flag;
int server_type;
String server_version;
String db_description;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CHECK_STATUS,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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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1;
}
cout << “[Authorization] : “ << p_out.flag << endl;
cout << “[Server_Type] : “ << p_out.server_type << endl;
cout << “[Version] : “ << p_out.server_version << endl;
cout << “[Description] : “ << p_out.db_description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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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SAVE_USER_LOG
DESCRIPTION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로그를 서버측에 저장하는 프로토콜이다. 로그내
용은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에 u_kristald.log 에 저장된다. u_kristald.log 파일
은

100MBytes

까지

저장되면

u_kristald.log.01

로

이동되고,

새로운

u_kristald.log 파일이 생성된다. u_kristald.log.01 부터 u_kristald.log.10 까지 10
개의 백업로그가 생성되어, 1GBytes 까지의 로그를 저장할 수 있다.
로그의 형식은 사용자가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로그의 관리 또한 사용자
에게 책임이 있다.

IN PARAMETER
String userarea_text;
OUT PARAMETER
없음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p_in.userarea_text = “로그를 남겨주세요”;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SAVE_USER_LOG,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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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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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XML_NODES_FROM_RESULT
DESCRIPTION
검색된 결과 셋으로부터 XML Node 들을 가져온다. 이것은 검색 대상문서
들이 XML 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 문서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요
청할 시 에러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입력 파라미터 중 Flag 는 XML Node
의 시스템 섹션들 중에 기본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세팅한다. Default 는 false 로 세팅되어 있다.
XML

문서의

구조

특성때문에

일반

문서와는

다르게

GET_XML_NODES_FROM_RESULT 은 검색된 노드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
니라, 검색된 노드까지의 Path 상에 있는 부모 노드도 같이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트리 형태의 XML 문서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다. 리턴된 결과
중 search_flag 파라미터의 값이 true 일 경우 검색 제공된 노드이며 false 일
경우 검색된 노드의 path 상에 있는 부모를 나타낸다.
가져올 섹션 중 하이라이트나 요약 등 특별한 표현 방법을 원할때에는
displays 에 방법을 지정한다. Displays 에는 섹션명과 하이라이트 방법, 요약
방법을 적어준다. 둘 중 하나만 지정하여도 되고 둘 다 지정하였을 경우
에는 요약문에 하이라이트가 표시된다. 하이라이트 방법 중 LISTING 계열
은 하이라이트 대상 단어들의 위치를 Csection_t 의 offset_list 와 length_list
에

넣어주는

것이고,

INSERTING_TAG_*

계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start_tag 와 end_tag 에 하이라이팅될 단어의 앞 뒤에 tag 를 지정해주면 섹
션 내용에 tag 들을 포함하여 리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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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AMETER
Vector<Cdisplay_t> displays;
unsigned int set_id;
unsigned int start_position;
unsigned int counter;
bool flag;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OUT PARAMETER
vector<CXML_node_t> node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p_in.set_id = set_id;

// 셋 식별자 지정

p_in.start_position = start_pos;

// 가져올 시작 위치 지정

p_in.counter = 10;

// 가져올 문서 개수 지정

p_in.flag = false;

// 시스템 섹션의 추가정보를 가

져오도록 세팅
p_in.section_namelist = section_namelist;

// 출력할 섹션 이름 지정

Cdisplay_t adisplay;
adisplay.section_name=section_namelist[0]; // 첫 섹션만 하이라이트
adisplay.highlight_method= INSERTING_TAG_ALL;

// 하이라이팅 방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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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팅 방법이 INSERTING_TAG 계열이므로 시작태그와 끝태그 지
정
// 시작태그

adisplay.start_tag=”<font color=’red’>”;
// 끝태그

adisplay.end_tag=”</font>”;
p_in.displays.push_back(adisplay);

// 검색 결과 문서 가져오기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XML_NODES_FROM_RESULT,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 endl;

// 문서 출력
for (int i = 0; i < p_out.nodes.size(); i++) {
cout << "<search_flag:";
cout << p_out.nodes[i].search_flag;

// 검색이 되어서 출력된 node 인지 검

색 대상 node 의 path 상에 있는 부모 노드인지 표시
cout << "> <TableID:";
cout << p_out.nodes[i].table_id;
cout << "<NodeID:";
cout << p_out.nodes[i].system_section.node_id;
cout << p_out.nodes[i].system_section.title;
cout << p_out.nodes[i].system_section.level; // 노드가 트리상에서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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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cout << ">" << endl;
for (int j = 0; j < p_out.nodes[i].sections.size(); j++) {
cout << "\t";
cout << "[";
// EUC-KR 로 변환하여 출력
cout << UECONVCODE(p_out.nodes[i].sections[j].section_name);
cout << "]:";
// EUC-KR 로 변환하여 출력
cout << UECONVCODE(p_out.nodes[i].sections[j].section_value);
cout << endl;
}
}
cout << "========================================" << endl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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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XML_NODES_WITH_IDS
DESCRIPTION
지정한 Node 의 내용을 가져온다. GET_XML_NODES_FROM_RESULT 와
기능은 비슷하다. 차이점은 GET_XML_NODES_FROM_RESULT 는 검색 결
과

셋의

리스트상에서

위치를

지정하여

내용을

가져오지만,

GET_XML_NODES_WITH_IDS 는 테이블 ID 와 노드 ID 만 지정하면 검색
과는 관계없이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 섹션 이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섹션 내용을 가져온다. ( 모든 섹션을 가져올 경우 섹션 개수에 따라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한다.)
Flag 는 XML Node 의 시스템 섹션들 중에 기본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추
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세팅한다. Default 는 false 로 세팅되어 있다.
GET_DOCUMENT_WITH_ID 에서 하이라이팅이나 요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질의 단어들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에만 이미 검색한 셋의 set_id 가 필요하
다. 하이라이팅 방법과 요약방법은 GET_DOCUMENTS_FROM_RESULT 와
같다.

IN PARAMETER
Vector<Cdisplay_t> displays;
Unsigned int set_id’
vector<CXML_node_t> nodes;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bool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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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PARAMETER
vector<CXML_node_t> node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1. 테이블 식별자와 문서 식별자를 이용하여 문서를 가져옴
//////////////////////////////////////////////////////////////////////////////////
CXML_node_t node;
node.system_section.node_id = node_id;
node.table_id = table_id;

// 문서 식별자 지정
// 테이블 식별자 지정

p_in.nodes.push_back(node);
p_in.flag = false;

// 시스템 섹션의 추가정보를 가

져오도록 세팅
p_in.section_namelist = section_namelist;

// 출력할 섹션 이름 지정

// 검색 결과 문서 가져오기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XML_NODES_WITH_IDS,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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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t << "==============================================" << endl;

// 문서 출력
for (int i = 0; i < p_out.nodes.size(); i++) {
cout << "<search_flag:";
cout << p_out.nodes[i].search_flag;

// 검색이 되어서 출력된 node 인지 검

색 대상 node 의 path 상에 있는 부모 노드인지 표시
cout << "> <TableID:";
cout << p_out.nodes[i].table_id;
cout << "<NodeID:";
cout << p_out.nodes[i].system_section.node_id;
cout << p_out.nodes[i].system_section.title;
cout << p_out.nodes[i].system_section.level; // 노드가 트리상에서 위치하는
레벨
cout << ">" << endl;
for (int j = 0; j < p_out.nodes[i].sections.size(); j++) {
cout << "\t";
cout << "[";
// EUC-KR 로 변환하여 출력
cout << UECONVCODE(p_out.nodes[i].sections[j].section_name);
cout << "]:";
// EUC-KR 로 변환하여 출력
cout << UECONVCODE(p_out.nodes[i].sections[j].section_value);
cout << en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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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t << "========================================" << endl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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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XML_NODES_INFO
DESCRIPTION
주어진 XML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부모, 자식, 혹은 루트 노드
를

가져온다.

방향은

XML_ROOT_NODE

,

XML_PARENT_NODE,

XML_LEFT_NODE , XML_RIGHT_NODE, XML_CHILD_NODE 중 하나이다.
가져올 개수는 방향이 XML_LEFT_NODE, XML_RIGHT_NODE 일 경우에
만 의미가 있고 다른 방향일때는 무시되어 1 개만 가져온다. 기준 노드의
내용에는 table_id 와 node_id 값을 채워주어야 하며 나머지 값들은 무시된
다. (일반문서를 가져오는 GET_DOCUMENTS_WITH_PRIMARYKEY 와 비
슷한 기능이다.)
IN PARAMETER
CXML_node_t pivot_node;

// 이동 기준 노드

int direction;

// 방향

int counter;

// 개수

OUT PARAMETER
vector<CXML_node_t> node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p_in.pivot_node.table_id=table_id ;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기준 노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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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in.pivot_node.system_section.node_id=pivot_node_id ;
p_in.direction = XML_LEFT_NODE ;

// 기준 노드의 왼쪽노드를 가져

옴
p_in.counter = 10 ;
//==========================================================
// 노드 정보 얻어옴
//==========================================================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XML_NODES_INFO,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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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GET_XML_TREE
DESCRIPTION
주어진 노드를 기준으로 하위 노드들의 XML Tree 를 넘겨준다. 이때 node
의 순서는 DFS 를 따른다.

IN PARAMETER
CXML_node_t pivot_node;

// 삽입 기준 노드

OUT PARAMETER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vector<CXML_node_t> nodes;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p_in.pivot_node.table_id=table_id ;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기준 노드 지정

p_in.pivot_node.system_section.node_id=pivot_node_id ;
//==========================================================
// 트리 노드 정보 얻어옴
//==========================================================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GET_XML_TREE,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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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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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REPRODUCE_XML_NODE
DESCRIPTION
지정한 노드의 루트 노드를 찾은 후에, 모든 자식 노드를 조합하여 XML
문서를 생성한다. 지정한 노드의 루트 노드를 찾기 때문에, 한 문서 안의
임의의 노드를 지정하여도 모두 같은 문서를 생성한다. 파라메터로 엘리
먼트와 속성이 지정되면 해당 엘리먼트의 해당 속성 값을 노드의 실제 레
벨 값으로 대체한다.

IN PARAMETER
vector<CXML_node_t> nodes;
string element_name;
string attribute_name;

OUT PARAMETER
vector<CXML_node_t> node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CXML_node_t node;
node.system_section.node_id = node_id;

// 문서 식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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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식별자 지정

node.table_id = table_id;
p_in.nodes.push_back(node);

// 엘리먼트 지정

p_in.element_name = “항목”;
p_in.attribute_name = “레벨”;

// 엘리먼트의 속성 지정

// 복원된 문서 가져오기
ret_val = clientLib.Request(REPRODUCE_XML_NODE,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 문서 출력
string xmlFile = p_out.nodes[0].sections[0].section_name;
xmlDoc = "<?xml version='1.0' encoding='UTF-8'?>\n" + xmlDoc;
// xml 확장자로 파일에 저장하세요.
cout << xmlDoc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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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RETRIEVE_DOCUMETNS_WITH_FOREIGN_KEY
DESCRIPTION
지정한 문서의 지정한 섹션과 매핑되는 다른 테이블의 문서들을 검색한다.
입력으로 넣는 documents 에서 document_id 와 table_id 를 제외한 다른 파라
미터는 의미가 없으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문서들과 매핑되어야 하는
section_namelist 은 지정한 문서 내에 있는 섹션의 이름이 들어가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시된다.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검색 대상이 되는 섹션은
Taget_section 에서 지정하며, Order 는 다른 검색 서비스와 마찬가지이다.
이 서비스는 문서 Navigation 구현을 위한 기본 서비스이다.
IN PARAMETER
vector<Cdocument_t> documents;
vector<string> section_namelist;
vector<string> table_namelist;
string target_section;
bool order;

OUT PARAMETER
unsigned int set_id;
unsigned int total_df;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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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Cparameter_t p_in, p_out;
CDocument_t aDoc;
aDoc.table_id=table_id;
aDoc.document_id=document_id;
p_in.documents.push_back(aDoc);

string asection=”TIK”;
p_in.section_namelist.push_back(asection);
p_in.table_namelist.push_back(“BLUE01”);

p_in.target_section=”ABS”;
p_in.order=ASCENDING;

// 검색 수행
int

ret_val

clientLib.Request(RETRIEVE_DOCUMENTS_WITH_FOREIGN_KEY,

=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 endl;
cout << " 검색 결과 문서 수 : " << p_out.total_df << endl;
cout << " 검색 결과 셋 식별자 : " << p_out.set_id << endl;
cout << "========================================="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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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APPEND_XML_NODE
DESCRIPTION
한 개의 XML 노드 혹은 계층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노드 그룹을 지정된
노드의 왼쪽, 오른쪽, 혹은 자식으로 삽입한다. 방향은 XML_LEFT_NODE,
XML_RIGHT_NODE, XML_CHILD_NODE 중 하나이다.

IN PARAMETER
vector<CXML_node_t> nodes;

// 삽입할 노드

CXML_node_t pivot_node;

// 삽입 기준 노드

int direction;

// 방향

OUT PARAMETER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vector<CXML_node_t> nodes;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예제 노드 작성
//==========================================================
CXML_node_t_t node;
node.table_id = table_id;
p_in.nodes.push_back(node);

// 테이블 식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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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션들로 구성된 노드 생성
//==========================================================
for (int i = 0; i < section_namelist.size(); i++) {
// 섹션 개체 생성

Csection_t section;

section.section_name = section_namelist[i];
section.section_value

=

EUCONVCODE("삽입

테스트

섹션("

section_namelist[i] + ")입니다.");
p_in.nodes[0].sections.push_back(section); // 테스트 노드에 섹션 추가
}
p_in.pivot_node.table_id=table_id ;

// 기준 노드 지정

p_in.pivot_node.system_section.node_id=pivot_node_id ;
p_in.direction = XML_CHILD_NODE ;

// 자식 노드로 삽입

//==========================================================
// 노드 삽입
//==========================================================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APPEND_XML_NODE,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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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UPDATE_XML_NODE
DESCRIPTION
한 개의 XML 노드를 수정한다. 방법은 UPDATE_DOCUMENT 와 같다.
IN PARAMETER
vector<CXML_node_t> nodes;

// 수정할 노드

OUT PARAMETER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예제 노드 작성
//==========================================================
CXML_node_t node;
node.table_id = table_id;

// 테이블 식별자 지정

node.system_section.node_id = node_Id ;

// 노드 식별자 지정

p_in.nodes.push_back(node);
//==========================================================
// 섹션들로 구성된 노드 생성
//==========================================================
for (int i = 0; i < section_namelist.size();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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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개체 생성

Csection_t section;

section.section_name = section_namelist[i];
section.section_value

=

EUCONVCODE("변경

테스트

섹션("

section_namelist[i] + ")입니다.");
p_in.nodes[0].sections.push_back(section); // 테스트 노드에 섹션 추가
}
//==========================================================
// 노드 변경
//==========================================================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UPDATE_XML_NODE,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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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DELETE_XML_NODE
DESCRIPTION
한 개의 혹은 여러 개의 XML 노드를 삭제한다. 사용자가 지정한 노드가
리프 노드일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만 삭제하지만, 리프 노드가 아닐 경우
에는 자손 노드들을 포함하여 삭제한다.

IN PARAMETER
vector<CXML_node_t> nodes;

// 삭제할 노드

OUT PARAMETER
unsigned int total_df;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해당 노드 지정
//==========================================================
CXML_node_t node;
node.table_id = table_id;

// 테이블 식별자 지정

node.system_section.node_id = node_id;

// 노드 식별자 지정

p_in.nodes.push_back(n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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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식별자를 통한 노드 삭제
//==========================================================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DELETE_XML_NODE,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삭제된 문서 수 = " << p_out.total_df << 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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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MOVE_XML_NODE
DESCRIPTION
한 개의 XML 노드를 기준 노드의 왼쪽, 오른쪽 혹은 자식으로 이동한다.
방향은 XML_LEFT_NODE, XML_RIGHT_NODE, XML_CHILD_NODE 중 하
나이다. 삽입과는 다르게 이동 노드의 내용에는 node_id 만 사용된다.
IN PARAMETER
vector<CXML_node_t> nodes;

// 이동할 노드

CXML_node_t pivot_node;

// 이동 기준 노드

int direction;

// 방향

OUT PARAMETER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CXML_node_t_t node;
node.table_id = table_id;
node.system_section.node_id =node_id ;
p_in.nodes.push_back(node);
p_in.pivot_node.table_id=table_id ;

// 기준 노드 지정

p_in.pivot_node.system_section.node_id=pivot_node_id ;
p_in.direction = XML_CHILD_NODE ;
로 이동

// 기준 노드의 자식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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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드 이동
//==========================================================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MOVE_XML_NODE,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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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MULTIPLE_RETRIEVE
DESCRIPTION
RETRIEVE 와 동일하나 여러 테이블을 그룹핑하여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검색

대상이

되는

모든

테이블들의

스키마는

같아야

하며

RETRIEVE 와 달리 Integrate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 그룹 지정은 그룹핑
될 테이블들의 수를 group_counts 에 넣어준다. 순서는 테이블 리스트에 넣
은 테이블들의 순서를 따른다. Thesaurus_levels 를 주면 시소러스 사전에서
질의어를 확장하여 검색한다.
결과는 document_groups 으로 나오게 되며 각 그룹 별 set_id 와 검색 건
수, 추정 건수가 추출된다. 또, 그룹별 건수를 모두 더한 total_df 와
estimated_total_df 도 결과로 제시한다. 대표 set_id 는 당연히 없다. 나머지
사항은 RETRIEVE 와 같다.

IN PARAMETER
vector<string> table_namelist;
int space_operator;
int method;
string query;
vector<int> thesaurus_levels;
int term_expansion;
int remove_chars_word;
bool order;
vector<int> group_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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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PARAMETER
unsigned int total_df;
// 검색 문서 추정치

unsigned int estimated_total_df;
vector<Cdocument_group> document_groups;
long unsigned int Service_Time;

EXAMPLE
Cparameter_t p_in, p_out;

// 매개변수 클래스 선언

//==========================================================
// 입력 인자들을 설정
//==========================================================
p_in.table_namelist = table_namelist;

// 검색 대상 테이블 지정

// table_namelist 에 넣은 table 순서대로 2 개, 1 개, 3 개의 테이블을 그룹으로
지정
p_in.group_counts.push_back(2);
p_in.group_counts.push_back(1);
p_in.group_counts.push_back(3);

p_in.space_operator = space_op; // 공백 처리 방법 지정(ObjectClasses.h 참조)
p_in.term_expansion = FULL_QUERY_TERM_EXPANSION; // 질의 확장 사용
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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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in.remove_chars_word = 1; // 1 글자 단어는 검색대상에서 제외
p_in.method= ret_method;

// 검색 방법 지정(ObjectClasses.h 참조)

p_in.order = ASCENDING;

// 결과 집합 순서 지정(ObjectClasses.h 참조)

string u_query=”TIK:과학”;

// 질의를 UTF-8 로 변환

EUCKR_TO_UTF8(query, u_query);
p_in.query = query;

// 질의어 지정

//==========================================================
// 검색 수행
//==========================================================
int ret_val = clientLib.Request(MULTIPLE_RETRIEVE, p_in, p_out);
if (ret_val != 0) {
cout << "ERROR : " << p_out.errmsg << "(" << p_out.errcode << ")" << endl;
return -1;
}

cout << "=========================================" << endl;
cout << " 검색 결과 총 문서 수 : " << p_out.total_df << endl;
cout << "=========================================" << endl;
// 각 그룹별 set id 와 결과 건 수
for (int i=0; i< document_groups.size(); i++) {
cout << “Group [ “ << i <<”] : “<< document_groups[i].set_id << “ – “ <<
document_groups[i].df_per_group; << en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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