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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과 검색의 개요

 질의 탐색의 방법

 순차 탐색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텍스트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방법

 색인 탐색

 탐색 속도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 구조인 색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크기가 크고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준정적

텍스트 탐색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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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과 검색의 개요

 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역파일

 대부분의 응용에서 사용

 접미사 트리와 접미사 배열

 구 탐색(phrase search) 등과 같은 일반적이지 못한

탐색에서는 빠르나 구축 및 관리가 어려움

 요약 파일

 1980년대 많이 성장했지만, 요즘은 역파일 기법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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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과 검색의 개요

 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Brute-Force (BF)

 Knuth-Morris-Pratt (KMP)

 Boyer-Moore Family (BM)

 Shift-Or

 접미사 오토마타 (Backward DAWG Matching)

 Karp-R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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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과 검색의 개요

 비정형 데이터 색인 및 검색 기법

 공간 접근 방법

 다차원 색인 방법

 R-트리

 순차 탐색

 GEMINI

 Generic Multimedia object Ind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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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과 검색의 개요

 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단일 단계 인덱스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링 인덱스

 보조 인덱스

 희소 인덱스

 밀집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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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역파일 (Inverted File)

 개 요

 탐색 작업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텍스트에 대한 색인을

만들기 위한 단어기반 매커니즘

 어휘와 출현빈도의 두 요소로 구성

 어휘는 텍스트에 나타난 모든 단어의 집합이며, 각 단어에

대한 해당 단어들이 나타난 위치를 리스트 형태로 저장,   

이 리스트의 집합이 출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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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역파일 (Inverted File)

 텍스트와 역색인 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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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역파일 (Inverted File)

 색인 형태와 역파일의 개념

 하나의 문헌집합을 가정할 때, 각 문헌에는 검색 가중치를

갖는 키워드나 속성 목록이 할당되어 있음

 하나의 역파일은 각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헌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링크를 갖는 키워드의 정렬된 색인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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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역파일 (Inverted File)

 색인 형태와 역파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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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역파일 (Inverted File)

 역파일 생성 과정

① 입력되는 텍스트 내의 단어는 텍스트 문서 내의 위치에

따라 단어목록으로 분할(많은 시간과 기억장소가 필요)

② 목록을 위치순서 내에서의 항목 목록으로부터 검색시 이용

하기 위한 순서화된 항목 목록으로 변경

③ 추가단계로 역파일들에 대한 후처리로 항목에 가중치를 주

거나 재배열 또는 압축시키는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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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역파일 (Inverted File)

 역파일 생성 과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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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접미사 트리와 접미사 배열

 접미사 트리의 특징

 보다 복잡한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

 텍스트 문자의 색인 용도뿐만 아니라 불용어를 제외한

단어들을 색인하기 위해서도 사용

 복잡한 질의가 중요하지 않은 단어기반 응용에서는

역파일이 많이 사용됨

 접미사 트리의 단점

 구축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듬

 질의 시점에 텍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함

 결과가 텍스트의 위치 순서대로 전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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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접미사 트리와 접미사 배열

 접미사 트리의 기초

 텍스트를 하나의 긴 문자열로 간주

 텍스트의 각 위치는 해당 위치에서 텍스트의 끝까지 진행

되는 텍스트 접미사

 다른 위치에서 시작되는 두 개의 접미사는 사전 편집 순으로

구분

 각각의 접미사는 자신의 위치에 의해 유일하게 식별

 모든 텍스트 위치들이 색인될 필요는 없으며, 텍스트로부터

검색될 위치의 시작을 가리키는 색인 포인터가 있음

 색인 포인터가 아닌 텍스트 요소들은 검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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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접미사 트리와 접미사 배열

 접미사 트리의 기초

 색인 포인터로 표시한 예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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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접미사 트리와 접미사 배열

 접미사 트리의 구조

 기본적으로 접미사 트리는 텍스트의 모든 접미사에 대해

만들어진 트라이 데이터 구조

 접미사들에 대한 포인터들은 Leaf Node에 저장되며,    

공간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Patricia Tree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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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접미사 트리와 접미사 배열

 접미사 트리의 구조

 예제 텍스트에 대한 접미사 트라이와 접미사 트리



18 / 52

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접미사 트리와 접미사 배열

 접미사 배열

 단순히 사전 편집순으로 나열된 텍스트 접미사들에 대한

모든 포인터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배열

 매우 적은 공간으로 접미사 트리와 똑같은 기능 제공

 접미사 배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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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접미사 트리와 접미사 배열

 접미사 배열의 상위 색인

 접미사 배열이 크다면 많은 수의 임의 디스크 엑세스가

발생되어 이진 탐색의 효율이 낮아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접미사 배열 위에 상위 색인 사용

 세 개중 하나의 항목이 선택되고 처음 네 개의 문자들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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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요약 파일

 개 요

 해시 함수를 기반으로 한 단어 기반 색인 구조

 그다지 크지 않은 대용량 텍스트에 적합

 대부분의 응용들에 대해 역파일이 요약 파일보다 나은

성능을 보임

 구 조

 단어를 B비트의 비트 마스크로 매핑하는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b개의 단어를 가지는 블록으로 분할

 b크기의 각 텍스트 블록에 대해 크기 B의 비트 마스크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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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색인 기법

 요약 파일

 구 조

 비트 마스크는 텍스트 블록 내 모든 단어의 요약을 비트

단위로 OR 연산하여 얻어짐

 요약 파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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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Brute Force (BF)

 알고리즘의 개요

 가장 간단한 문자열 탐색 알고리즘

 텍스트에서 모든 가능한 위치에 대해 패턴이 일치하는지

조사

 어떤 패턴 전처리 과정도 필요하지 않음

 텍스트를 나눈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 안에 있는 텍스트가

패턴과 일치하는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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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Brute Force (BF)

 알고리즘의 예

 탐색 : 최악의 경우는 O(mn), 평균은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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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Knuth-Morris-Pratt (KMP)

 알고리즘의 특징

 보통 BF 보다 많이 빠르지는 않지만, 최악의 경우 길이

n의 텍스트 문자열에 대해 단지 n번의 비교가 수행

 이미 수행했던 텍스트와 패턴의 비교들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비교 횟수를 줄임

 알고리즘의 개요

 텍스트와 패턴을 비교하는 중 일치하지 않는 문자가 발생

하면, 이전의 일치했던 문자들은 다음 비교 과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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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Knuth-Morris-Pratt (KMP)

 알고리즘의 개요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

 4번째 위치에서 일치하지 않는 문자가 발생

 이미 기억된 a, b, d에 대한 세 위치는 건너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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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Knuth-Morris-Pratt (KMP)

 알고리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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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Boyey-Moore Family (BM)

 알고리즘의 특징

 비교 과정이 검색 패턴 끝에서 시작하여 역방향으로 처리

 입력 텍스트 내의 문자가 검색 패턴에 존재하지 않을 때, 

다음 문자로 큰 폭 이동 가능

 알고리즘의 개요

 일치하지 않는 문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문자로의

이동을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

 Algo1

 Alg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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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Boyey-Moore Family (BM)

 알고리즘의 개요

 Algo1

 텍스트 문자가 검색 패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색 패턴의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는 문자 위치까지 길이만큼 이동 가능

 Algo2

 텍스트 내에 패턴과 이미 일치한 substring이 존재할 때,  

일치된 substring이 패턴 내의 다른 위치에 나타날 경우

그 위치까지 이동 가능

 텍스트와 패턴의 문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MAX(Algo1, 

Algo2) 만큼의 문자를 건너뛰고 비교 과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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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Boyey-Moore Family (BM)

 알고리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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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Shift-Or
 알고리즘의 특징

 비트 병렬성을 기반으로 하며, 컴퓨터 단어 내부에서 비트

연산의 본질적인 병렬성을 이용

 텍스트에서 패턴을 탐색하는 비결정적 오토마타의 연산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비트 병렬성을 이용

 알고리즘의 개요

 각 문자의 비트 마스크를 저장하는 테이블 B를 만듬

 만약 Pi=c이면 B[c]내의 마스크는 i번째 비트가 0

 각 검색단계의 상태는 D에 저장되는데 번호 i인 상태가

활성화될 때마다 di는 0이 되고, 최종적으로 dm=0일 때

정합된 상태가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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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Shift-Or
 알고리즘의 개요

 D는 초기에 모두 1로 설정되며, 새로운 텍스트 문자 Ti에

대해 D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갱신

 D  (D<<1) or B[Ti]

 ‘<<’ 는 모든 비트들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 후 제일 오른쪽

비트는 0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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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Shift-Or

 알고리즘의 예

 알파벳 {a, b, c, d}에 대하여 패턴 ababc일 때

 B[a]=11010, B[b]=10101, B[c]=01111, B[d]=11111

 본문 ‘abdabababc’에서 패턴 ‘ababc’의 첫번째 출현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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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접미사 오토마타 (BDM)

 알고리즘의 특징

 접미사 오토마타를 기반으로 하며, 패턴 P상에서의 접미사

오토마타는 P의 모든 접미사들을 인식하는 오토마타

 비결정적 접미사 오토마타의 예

 점선은 ε전이, I는 오토마타의 초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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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접미사 오토마타 (BDM)

 알고리즘의 동작

 패턴 P를 탐색하기 위한 역패턴 Pr의 접미사 오토마타를

만들고, 텍스트 윈도우에서 패턴 P의 부분 문자열을 탐색

하기 위해 접미사 오토마타를 이용해 역방향 탐색 수행

 윈도우의 시작에 이르기 전 종료 상태에 도달할 때마다,      

윈도우 내부의 해당 위치는 기억됨

 기억된 위치들은 윈도우의 접미사와 동일한 패턴의

접두사에 해당

 만일 전체 윈도우가 읽혀지면 정합이 된 것이지만,             

오토마타 내에서 다음 전이가 없을 경우 검사를 그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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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접미사 오토마타 (BDM)

 알고리즘의 동작

 ‘abracadabra’ 패턴을 위한 BDM 알고리즘

 사각형은 텍스트 윈도우와 비교되는 요소들을 나타내며, X는

패턴의 접두사가 인식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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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데이터 검색 기법

 실제적인 비교

▲ 위 왼쪽 : 영어 텍스트 상에서 짧은 패턴 탐색

▲ 위 오른쪽 : DAN 상에서 긴 패턴의 경우

▲ 아래 : 64문자로 구성된 임의 텍스트 상에서의 짧은 패턴 탐색

※ 시간은 1Mb당 10분의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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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 색인 및 검색 기법

 기본 개념

 공간 접근 방법

 개체들을 f차원 공간의 한 점으로 대응시켜, 그 점을 탐색

하고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 다중 속성 접근 방법을 사용

 다차원 색인 방법

 R*-트리와 R-트리 계열

 선형 사분 트리

 그리드 파일

 선형 사분 트리나 그리드 파일은 차원에 따라 계산량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순차탐색과 같은 결과

 따라서 R-트리나 R-트리의 변형을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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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 색인 및 검색 기법

 기본 개념

 R-트리

 최소 범위 사각형으로 공간 객체 표현

 데이터의 사각형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부모 노드를 형성

하고, 이 같은 과정을 재귀적으로 적용하면 트리 구조를 갖음

차수가 3인 R-트리로 구성된 데이터 차수가 3인 R-트리를 위한 파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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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 색인 및 검색 기법

 순차 탐색

 질의 객체로부터 ε내에 있는 객체를 찾는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

 순차 탐색의 단점

 거리 계산의 비용이 클 수 있음

 데이터베이스 크기 N이 너무 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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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 색인 및 검색 기법

 GEMINI

 기본 개념

 신속 불결 검사 : 약간의 착오 경보를 허용하면서 대다수의

만족하지 않는 객체들을 빠르게 제거

 공간 접근 방법 : 순차 탐색보다 빠른 탐색을 수행

 알고리즘

 두 객체간의 거리 함수 D()를 결정

 신속 불결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숫자 특징

추출 함수를 찾음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징 공간의 거리가 실제 거리

D()의 하한계 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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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 색인 및 검색 기법

 GEMINI

 알고리즘

 즉, 특징 추출 함수 F()는 다음과 같은 하한계 임을 증명

하는 공식을 만족해야 함

 Dfeature (F (O1), F (O2)) ≤ D (O1, O2)

 f차원 특징 벡터를 검색하고 저장하기 위해, SAM을 사용

(예를 들어, R-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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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단일 단계 인덱스

 인덱스 된 순차 파일은 인덱스를 통해서 임의의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는 파일

 단일 단계 인덱스의 각 엔트리는

 <탐색 키, 레코드에 대한 포인터>

 엔트리들은 탐색 키 값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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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단일 단계 인덱스

 인덱스의 크기는 데이터 파일의 크기에 비해 작음

 인덱스가 정의된 필드를 탐색 키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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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기본 인덱스 (Primary Index)

 탐색 키가 데이터 파일의 기본 키인 인덱스

 레코드들은 기본 키의 값에 따라 클러스터링 됨

 기본 키의 값에 따라 정렬된 데이터에 대해 정의

 각 릴레이션 마다 최대한 한 개의 기본 인덱스를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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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기본 인덱스 (Primar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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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클러스터링 인덱스 (Clustering Index)

 키가 아닌 필드 값에 따라 정렬된 데이터 파일에

대해 정의됨

 각각의 상이한 키 값마다 하나의 인덱스 엔트리가

인덱스에 포함됨

 범위 질의에 유용

 범위의 시작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엔트리를 먼저

찾고, 범위에 속하는 인덱스 엔트리들을 따라가면서

레코드를 검색할 때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블록 수가

최소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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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클러스터링 인덱스 (Cluster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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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클러스터링 인덱스 (Cluster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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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보조 인덱스 (Secondary Index)

 탐색 키 값에 따라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파일에

대해 정의됨

 일반적으로 밀집 인덱스이므로 같은 수의 레코드들을

접근할 때 기본 인덱스를 통하는 경우보다 디스크

접근 횟수가 증가할 수 있음

 순차 접근은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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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보조 인덱스 (Secondar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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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희소 인덱스 (Sparse Index)

 일부 키 값에 대해서만 인덱스에 엔트리를 유지하는

인덱스

 일반적으로 각 블록마다 한 개의 탐색 키 값이

인덱스 엔트리에 포함됨

 밀집 인덱스 (Dense Index)

 각 레코드의 키 값에 대해서 인덱스에 엔트리를

유지하는 인덱스

 데이터 파일의 각 레코드의 탐색 키 값이 인덱스

엔트리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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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색인 기법

 밀집 인덱스 (Dense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