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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규모 데이터를 효율 으로 검색하기 한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 확장으로 인한 병

렬화로 시스템 체의 작업 처리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병렬 시스템 상에서 수행되는 검색엔진의 알

고리즘들은 여 히 순차 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별 인 질의처리 시간은 단축되지 않는

다. 본 연구는 검색엔진의 병렬화를 하여 사용자 질의처리 과정과 역색인 일처리 과정의 순차 알

고리즘들을 조사하여 병렬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순차 알고리즘들의 효과 이고 체계 인 병렬화를 도모하고, 보다 효율 인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1. 서론

  오늘날 인터넷이 화되고 데이터의 양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일 정보검색 시스템[2, 3]은 그 한

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서 컬 션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검

색 시스템의 검색과 색인의 비용이 증가하여, 정보검색 시

스템의 성능이 차 으로 감소한다. 

  문서의 폭 인 증가와 련된 이러한 문제는 성능  

확장 측면에서 병렬  분산처리 기술을 이용한 정보검색 

시스템으로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구 (Google), 야후

(Yahoo), 알타비스타(AltaVista)와 같은 웹 검색 시스템은 

 규모 데이터에 한 효율 인 검색을 지원하기 해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1, 4, 5]을 사용하고 있다.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편 인 방법은 확

장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고성능의 단일 병렬 컴퓨터보다

는 비교  가격이 렴한 여러 의 컴퓨터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렬 정보검색 시스

템에서는 각 노드가 독립 인 검색엔진을 실행하여 하나

의 질의를 처리한다. 결과 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여

러 개의 노드들이 동시에 각각의 질의들을 병렬 으로 처

리하기 때문에 시스템 체의 작업처리량은 증가한다. 그

러나 사용자의 개별 인 질의를 처리하는 시간은 여 히 

감소하지 않는다. 

  개별 인 질의처리 시간을 감소시키기 한 기존 연구

[1]는 색인  문서 컬 션을 논리  는 물리 으로 분

할하여 각 로세서에 할당하여 질의를 처리한다. 이때 효

율 인 병렬 처리를 해서는 각 로세서들 간에 색인 

 문서들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러

나 이러한 균등 분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증가하는 문서 

컬 션의 특성으로 인해, 시스템의 유지  리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래한다.

  존하는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검색엔진 그 자체

는 여 히 순차 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별 인 

질의처리 시간은 단축되지 않고 있다. 검색엔진을 구성하

는 순차 알고리즘들은 병렬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OpenMP[6]나 MPI[7]를 이용하여 병렬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병렬화를 통해서 색인  문서 컬 션을 분할하지 

않고 개별 인 질의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 인 병렬 정보검색 시

스템의 구축을 하여 검색엔진을 구성하는 알고리즘들에 

한 병렬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를 하여 

정보검색 시스템의 사용자 질의처리 과정과 역색인 일

처리 과정에서 수행되는 순차 알고리즘들을 조사한다. 그

리고 순차 알고리즘의 병렬화를 한 고려사항을 제시하

고, 검색엔진의 순차 알고리즘에 해서 병렬화의 가능성

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순

차 알고리즘의 효과 이고 체계 인 병렬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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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색인  문서 컬 션을 균등하게 분할하지 않고 개

별 인 질의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이어지는 2 에서는 존하는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에 

해서 소개하고 문제 을 짚어본다. 3 에서는 사용자 질

의 처리와 역색인 일처리 과정에서 수행되는 알고리즘

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4 에서는 순차 알고리즘의 병렬화

를 한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기 으로 검색엔진의 

순차 알고리즘에 한 병렬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마지막

으로 5 에서는 향후 연구 계획과 함께 결론을 내린다. 

   

2.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

  인터넷이 화되고 데이터의 양이 기하 수 으로 증

가함에 따라 효율 인 검색을 한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

[1, 4, 5]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병렬 정보검색 시스

템을 구축하는 보편 인 방법은 확장성과 비용을 고려하

여 고성능의 단일 병렬 컴퓨터보다는 비교  가격이 렴

한 여러 의 컴퓨터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것

이다.

  클러스터 기반의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의 병렬화는 크

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클러스터를 구성

하는 각 노드가 독립 인 검색엔진을 실행하여 하나의 질

의를 처리하는 것이다. 는 사용자의 질의를 분할하여 각 

노드가 질의의 일부를 처리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병합

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는 클러스

터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노드들이 각각의 질의들을 병행

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스템 체의 작업처리량은 증

가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에서 개발한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이 이 유형에 속한다[4]. 

  두 번째는 사용자의 개별 인 질의 처리시간을 감소시

키기 한 유형으로써, 색인  문서 컬 션을 논리  

는 물리 으로 각 로세서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질의를 

처리한다. 이때 효율 인 병렬 처리를 해서는 각 로세

서들 간에 색인  문서들의 균등 분할이 매우 요하다. 

부산 학교에서 제시한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이 이 유형

에 속한다[1].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 두 유형이 결합된 형태로써 

재 Google이 세 번째 유형을 택하고 있다[5]. 세 번째 

유형에서는 단일 컴퓨터 시스템에서 병렬 컴퓨터 시스템

으로 확장함으로써 시스템 체의 작업처리량을 증가시키

고, 색인  문서를 각 노드에 균등하게 분할함으로써 개

별 인 질의처리 시간도 단축시켰다. 

  앞서 소개된 세 가지 유형에서 병렬화가 최 화된 시스

템은 Google이 택한 세 번째 유형이다. 그러나 존하는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수행되고 있는 검색엔진 그 자

체는 여 히 순차 로그램이다. 이는 병렬 정보검색 시스

템에서 개별 인 질의처리 시간이 감소하지 않은 주된 원

인이기도 하다. 만약에 검색엔진의 알고리즘들이 병렬 시

스템에 합하게 병렬 로그램으로 재 작성 된다면, 색인 

 문서 컬 션을 분할할 필요도 없이, 개별 인 질의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질의 토큰화

어간 추출
(Stemming)

불리언 연산

문서 로딩 및 토큰화

불용어(Stop word) 제거

어간추출(Stemming)

문서 번호 문서 내용 

1 Pease porridge hot, pease porridge cold 

2 Pease porridge in the pot 

3 Nine days old 

4 Some like it hot, some like it cold 

5 Some like it in the pot 

6 Nine days old 

 

색인어 문서빈도   문서번호 

cold 2   1, 4 

days 2   3, 6 

hot 2   1, 4 

in 2   2, 5 

it 2   4, 5 

like 2   4, 5 

nine 2   3, 6 

old 2   3, 6 

pease 2   1, 2 

porridge 2   1, 2 

pot 2   2, 5 

some 2   4, 5 

the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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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색인 파일 기반의 데이타베이스

색인처리

질의처리 질의 응답

색인 파일 포스팅 파일 문서 파일

역색인 갱신

(그림 1) 불리언 정보검색 시스템

3. 불리언 정보검색 시스템

  본 에서는 순차 알고리즘의 병렬화에 앞서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주요한 알고리즘을 먼  살펴본다. 

(그림 1)은 형 인 불리언 정보검색 시스템[2, 3]의 일반

인 수행과정을 보여 다. 그림에서와 같이 정보검색 시

스템의 운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용자 

질의처리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역색인 일처리 부분이

다. 

  사용자 질의처리 부분은 “질의 토큰화” 단계, “어간추

출” 단계, 그리고 “불리언 연산” 단계로 구성된다. 질의 

토큰화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질의를 키워드 단 로 분리

하며, 어간추출 단계에서는 분리된 키워드의 어간을 추출

해 낸다. 추출된 어간을 이용하여 색인 일에 근하고, 

해당 색인어가 가리키는 포스  일의 문서 링크를 이용

하여 해당 문서를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문서들에 해

서 한 불리언 연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어간 추출은 사용자 질의처리 부분 뿐만 아니라 역색인 

일처리 부분에서도 사용된다. 일반 용어 신에 어간을 

추출하여 장함으로써 단일 어간을 다수의 완 한 용어

와 응시킨다. 이것은 장 공간의 약뿐만 아니라 검색 

시간의 단축에도 효과 이다. 

  역색인 일처리 부분은 “문서 로딩  토큰화” 단계, 

“불용어 제거” 단계, “어간추출” 단계, 그리고 “역색인 

일갱신” 단계로 구성된다. 문서 로딩  토큰화 단계에서

는 웹 크롤러가 가져온 웹 문서의 HTML 태그를 제거한 

후 색인어의 상이 되는 단어들로 분할한다. 

  그리고 불용어 제거 단계에서는 해당 단어가 불용어인

지를 검사한다. 불용어란 어의 사 “a, an, the”와 같이 

문서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문서를 식별

하는 능력이 낮아 색인어로써 부 합 것들이다. 이 단계에

서 색인어 후보로부터 불용어를 제거함으로써, 색인어의  

수를 이고 검색 시스템의 처리를 고속화한다.

  마지막으로 어간추출 단계를 거쳐 최종 으로 추출된 

색인어는 역 일 구조로 장된다. 역 일은 (그림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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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 = 1; i < 10; i++){   

   array_1[i] = array_2[i] + array_3[i];

}

(a) 병렬화에 합한 코드의 

for (i = 1; i < 10; i++){

   array_1[i] = array_1[i-1] + array_2[i];

}

(b) 병렬화에 부 합한 코드의 

(그림 2) 병렬화 상 코드 비교

아래와 같이 크게 색인 일, 포스  일, 그리고 문서 

일로 구성된다. 색인 일은 색인어, 색인어의 빈도수, 

그리고 해당 색인어에 응되는 포스  일로의 링크 정

보로 구성된다. 포스  일은 해당 색인어를 가지는 문서

들을 가리키는 링크 정보로 구성되고, 각 링크는 해당 문

서를 가르킨다. 이러한 역색인 일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

자가 입력한 키워드로부터 해당 문서를 추출하여 사용자

에게 제공한다. 

  를 들어 (그림 1)과 같은 자료를 가진 정보검색 시스

템에서 사용자가  “pease AND pot”이라는 질의를 하면 

질의 토큰화 단계에서는 pease와 pot으로 질의가 분해되

고 해당 키워드를 색인 일에서 검색한다. 그리고 해당 

색인어에 응되는 포스  일을 통해서 문서#1과 문서

#2가 “pease”를 가지고 있고, 문서#2와 문서#5가 “pot”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리언 연산 단계에서는 해당 

문서#1, 문서#2와 문서#2, 문서#5에 해서 “AND”연산을 

수행하여 최종 인 결과로 문서#2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주어진 그림에서와 같이 오직 문서#2만이 두 단어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병렬화

4.1 병렬화를 한 고려사항

  존하는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 확장으

로 인한 병렬화로 시스템 체의 작업처리량을 증가시켰

으나, 병렬 시스템에서 수행되고 있는 검색엔진 그 자체는 

여 히 순차 로그램이다. 이는 병렬 정보검색 시스템에

서 사용자의 개별 인 질의처리 시간이 감소하지 않은 주

된 원인이기도 하다. 

  검색엔진을 구성하는 순차 알고리즘들은 병렬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OpenMP나 MPI를 이용하여 병렬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순차 알고리즘들이 병렬화가 가능하거

나 는 성능 향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순차 알

고리즘의 효과 인 병렬화를 해서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악하여 병렬화가 가능한 부분을 찾고, 효율성  효과성

을 고려하여 어떻게 병렬화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

다.   

  순차 알고리즘의 병렬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가

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각 로세서가 동일한 

역에 근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동일한 역에 근하

는 경우, 읽기 작업만으로 이루어지면 병렬화에 합하지

만, 하나 이상의 쓰기 작업이 존재하면 로세서들 간의 

근을 하게 동기화해야 한다. 이때 동기화는 시스템

의 성능 하를 래하므로, 병렬화의 효과성을 신 히 검

토해야 한다. 

  둘째, 병렬화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각 로세서가 근

하는 데이터들 간에 의존성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해야 한

다. 만약에 데이터들 간에 의존성이 존재하면 병렬화에 

합하지 않다. 를 들어 로세서 2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서 로세서 1의 처리 결과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결

코 동시에 수행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병렬화가 되면 

순차 로그램의 속도보다 못한 성능을 래한다. (그림 

2)는 병렬화에 합한 코드와 합하지 않은 코드의 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의 (a)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쓰

기 작업의 치가 서로 다르고, array_1의 각 원소값은 이

 반복문의 처리결과와는 완 히 독립 이다. 따라서 각 

반복문을 각 로세서에 할당하여 병렬 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2)의 (b)에서는 비록 쓰기 작업의 

치가 서로 다르지만, 이  반복문의 데이터를 읽어서 재

의 반복문을 처리하기 때문에 각 반복문을 각 로세서에 

할당하여 병렬 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코드를 병렬

화하여 컴 일하면 오류없이 수행이 되겠지만, 로세서의 

스캐쥴링에 의해서 그 수행 결과는 매번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셋째, 병렬 로그램은 반드시 순차 로그램의 수행결

과와 동일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그것의 정확성을 검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차 로그램은 동일한 입력에 해 

항상 동일한 수행 결과만을 보이지만, 병렬 로그램은 동

일한 입력에 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비결정  수

행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순차 로그램에 한 병렬화의 복잡성을 고려해

야 한다. 만약에 병렬화로 가져오는 성능 향상보다 병렬화

하는 과정의 비용이 크다면 병렬화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병렬 시스템 는 알고리즘의 특성 

등을 면 히 분석하여 그것에 합한 언어를 선택하는 것

이다. 를 들어 (그림 2)의 (a)와 같은 코드에서는 MPI보

다는 OpenMP를 이용한 병렬화가 매우 합하다. 왜냐하

면 OpenMP는 공유된 자료에 해 로세서들이 독립

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합하고, 그것들의 병렬화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림 2)의 (a)와 같은 코드에서

는 "#pragma omp parallel for"를 for 문 에 삽입하면 

병렬 컴퓨터상에 있는 로세서들이 해당 반복수를 균등

하게 분할해서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때 시스템에 의해 

자동 으로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로그래머가 로세서

별로 각 반복문을 분할할 필요가 없다. 

4.2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병렬화 가능성 평가

  본 에서는 3 에서 언 한 불리언 정보검색 시스템의 

주요 단계에 한 병렬화 가능성을 분석한다. 먼  사용자 

질의처리 부분을 살펴보면, 질의 토큰화 단계, 어간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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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ragma omp parallel for 

02: for (i = 1; i < token_list_size; i++)

03: {

04:       token = token_list[i];

05:       for(j = 1; j < stop_words_size; j++)

06:       {

07:           if (token == stop_words[j])

08:           {

09:              token는 불용어

10:           }

11:       }

(그림 3) 불용어 제거를 한 pseudo 코드

단계, 그리고 불리언 연산 단계들 에서 병렬화가 필요한 

것은 불리언 연산 단계이다. 질의 토큰화 단계 는 어간

추출 단계에서는 단일 사용자의 질의에 포함된 색인어의 

수가 서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렬화의 효과는 다. 

  반면에 불리언 연산 단계는 사용자 질의응답 시간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병렬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용

자가 제시한 하나의 색인어에 해서 수천 는 수만의 

문서들이 연결된 리스트에 해서 “AND”와 같은 불리언 

연산을 순차 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출된 수

천 는 수만의 문서들에 한 리스트를 각 로세서에 

분할하여 불리언 연산을 병행 으로 수행하면 보다 빠르

게 사용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역색인 일처리 부분에서는 불용어 제거 단계, 어간추

출 단계, 역색인 일갱신 단계 등에서 병렬화가 가능하

다. 를 들어, 불용어 제거 단계에서는 수백 는 수천의 

단어들로 구성된 한 문서내의 각 단어에 해서 불용어 

목록 사 의 모든 단어와 하나씩 비교해서 불용어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작업을 psuedo 코드로 표 하면 (그림 

3)과 같다. 2행의 token_list_size는 한 문서 내 단어들의 

수이고, 5행의 stop_words_size는 미리 만들어진 불용어 

목록내의 단어들의 수이다. 따라서 바깥 for문의 4행에서

는 문서내의 한 단어(token)를 읽어오고, 내포 for문의 7행

에서는 해당 단어가 불용어 목록(stop_words)내의 단어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한다. 

  이때 문서 내의 각 단어들은 서로 독립 으로 불용어 

목록의 단어들과 비교되므로, 각 단어에 한 병렬화가 가

능하다. 즉 바깥 for문의 각 반복을 각 로세서에 할당하

여 병행 으로 내포된 for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OpenMP

에서는 (그림 3)의 1행과 같이 "#pragma omp parallel 

for"디 티 를 바깥 for문 에 삽입함으로써 간단히 병

렬화한다.  

  병렬화 의 불용화 제거 단계에서는 n개의 단어로 구성

된 하나의 문서에 해서 ⃝(n)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OpenMP를 이용하여 n개의 로세서로 병행하게 

처리하면 시간 복잡도는 ⃝(1)가 된다. 어간추출 단계 역

시 불용어 제거 단계와 유사하다. 한 문서내의 수백 는 

수천의 단어들에 해서 독립 으로 어간을 추출하게 되

는데, 이들 한 순차 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용어 제거의 

병렬화와 같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 

  역색인 일갱신 단계에서는 어간 추출을 거친 하나의 

색인어가 주어지면, 색인 일에서 해당 색인어를 검색하

여 빈도수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해당 포스  일에서는 

문헌 링크수를 증가시키고, 련 문서를 연결한다. 이때 

한 문서 당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각 단어에 해서 

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따라서 한 문서 내의 단어들을 

각 로세서에 분할하여 역색인 일갱신 단계를 병렬화 

할 수 있다. 이때 색인 일이 쓰기 작업으로 갱신이 되더

라도, 갱신되는 치는 각 색인어마다 다르므로 동기화 없

이 병렬화가 가능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형 인 불리언 정보검색 시스템 상에

서 수행되는 검색엔진의 순차 알고리즘에 한 병렬화 가

능성을 살펴보았다. 즉, 사용자 질의처리 부분에서는 불리

언 연산 단계가 병렬화에 합하고, 역색인 일처리 부분

에서는 불용어 제거 단계, 어간추출 단계, 역색인 일갱

신 단계에서 병렬화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한 

OpenMP를 이용하여 불용어 제거 단계의 순차 처리를 간

단하게 병렬화하는 를 보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병렬 정

보검색 시스템의 각 순차 알고리즘을 병렬화하여 실제

으로 정보검색 시스템의 성능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지를 객 으로 실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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