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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arsing 작업의 결과인 Parse Tree 정보는 문장에 관한 구조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Tree 정보로 이 정
보를 이용하여 정보 검색에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XML 기술과 스트링 매
칭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사용한 스트링 매칭 기법은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이다. Query 정
보와 문서 정보를 Parsing하여 얻은 Parse Tree를 XML 형태의 정보로 변환한 후, 두 정보를 가지고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하여 Query 정보와 문서 정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의 장점은 구조 기반의 정보 검색 기능이 가능하고 비슷한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이 가능하
며 비슷한 구조에 대한 검색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 서  론

 정보 검색은 단어에 의한 정보 검색, 구조에 의한 정보 

검색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로 최근에는 Semantic 

Web[1], Ontology 등 의미에 기반을 둔 정보 검색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의미에 기반을 둔 

정보 검색 기술의 핵심적인 정보 표현 언어는 RDF[3], 

OWL[4] 등이 있으며, 이 정보 표현 언어는 모두 

XML[5]에서 파생된 언어이다. 따라서 XML 정보를 다

루는 근본적인 기술의 개발은 의미에 기반을 둔 정보 검

색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Parsing의 결과물인 Parse Tree, XML 기술 및 

Approximate String Matching[6] 기법을 활용하여 구

조에 기반을 둔 정보 검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되

는 알고리즘은 확장이 가능한 형태이며, Parse Tree가 

의미에 기반을 둔 Parsing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

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적용 혹은 확장적용을 통해 의

미에 기반을 둔 정보 검색 기능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Query 정

보와 문서 정보를 Parsing하여 얻은 Parse Tree를 

XML 형태의 정보로 변환한 후, 두 정보를 가지고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하여 Query 

정보와 문서 정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는 방식이다.

 이 논문은 교육인 자원부 지방연구 심 학육성사업
(차세 물류IT기술연구사업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
었음)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장점은 구조 기반의 정보 검색 기

능이 가능하고 비슷한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이 가능하

며, 비슷한 구조에 대한 검색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련 연구 

2.1. XML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끼리의 데이터 교환 및 공유를 목적으로 개발된 

태그 기반의 언어로 1996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하였다. XML로 표현된 정보는 자

유성, 가독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며, XML 기술을 이용하

여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뛰어난 시스템 확장성과 관

리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XML 기술을 

이용한 통신 기법(SOAP), XML 기술을 이용한 보안 기

법(SAML, XACML), XML Parser 기술 등 XML과 관련

된 다양한 기술과 응용 예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2.2. Approximate String Matching

 Approximate String Matching은 두 문자열이 얼마나 

차이나 나는지를 알려고 할 때 사용하는 스트링 매칭 기

법이다. insertion(문자의 추가), deletion(문자의 삭제), 

substitution(문자의 변경) 이상 3가지 동작을 정의하고 

두 문자열이 같아지려면 위의 3가지 동작을 각각 몇 번 

수행해야 되는지를 계산하여 두 문자열이 같아지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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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행한 3가지 동작의 합계가 두 문자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된다.

2.3. Parsing

 Parsing은 각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또는 구문을 분석

하는 작업, 즉 문장으로부터 추출한 토큰의 열을 이용하

여 그 언어의 문법에 맞게 구문 분석 트리(parse tree)

로 구성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Parsing 작업을 통해 얻

어진 결과인 Parse Tree는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를 수

식한다는 등의 구조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Tree 정보

이다.

3. 문장 Parsing 결과를 XML 문서로 변환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정보는 일반적인 문장을 Parsing한 

결과를 XML 문서로 변환한 정보이다. 즉, 정보 처리에 

있어 Parsing 단계를 거친 이후의 정보 집합을 이용한다

는 것이다. 영어 문장을 CFG(Context Free Grammar)

를 이용하여 Parsing한 결과와 이를 XML 정보로 변환

한 예를 다음 그림에서 보여준다.

 어 문장의 Parsing을 해 사용되는 간단한 CFG

그림 1. Parsing을 위한 간단한 Context Free 

Grammar의 예

 CFG를 이용하여 어 문장을 Parsing한 

어 문장 : Astronomers saw stars with ears

그림 2. CFG를 이용하여 영어 문장을 Parsing한 예

 

 에서 Parsing한 결과를 XML 정보로 변환한 

어 문장 : Astronomers saw stars with ears

그림 3. Parsing 결과를 XML 정보로 변환한 예

 본 논문은 위와 같이 변환된 XML 정보를 가지고 정보

를 검색하는 기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Parsing의 

성능 등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XML 기술과 스트링 매칭 기법을 이용한 구조 기반 

정보 검색 기법

4.1. 사용자 Query와 문서 집합의 

 정보를 검색하려는 사용자의 Query와 실제 검색 대상

이 되는 문서 집합은 모두 Parser에 의해 Parsing이 된 

결과인 Parse Tree를 XML로 변환하여 처리한다. 아래

의 그림 4와 그림 5는 사용자 Query가 “stars with 

ears"인 경우의 정보와 검색 대상이 되는 문서를 XML로 

변환한 예를 보여준다.

 사용자 Query와 Query 정보를 XML 형태의 정보로 

변환한 

star with ears

그림 4. 사용자 Query를 XML 형태의 정보로 변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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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상이 되는 문서 내용과 검색 상이 되는 문

서를 XML로 변환한 

Astronomers saw stars with ears

Astronomers saw apples

그림 5. 검색 대상이 되는 문서를 XML 형태의 

정보로 변환한 예

4.2. 스트링 매칭 기법의 용 방법

 Query에 적합한 문서를 검색하려면 4.1에서 언급한 사

용자 Query와 검색 대상이 되는 XML 문서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링 매칭 기법을 이용한 유사도 측정 방

법을 제시한다.

 유사도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스트링 매칭 기법은 

Approximate String Matching이며,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XML 문서의 내용 중에 Query 정보의 Root Tag와 

동일한 태그에 대해서만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하며, Query 정보의 Root Tag

와 동일한 태그의 태그 및 하위 정보들까지가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의 적용 범위가 

된다. (그림 6 참고)

 사용자 Query의 XML 형태 정보

 XML 문서의 내용 에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용하는 부분 정보의 

(아래의 XML 정보의 경우 Query의 Root Tag인 

<NP>와 동일한 Tag가 6개가 존재하며, 6개 Tag 각

각에 한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의 용 

범 는 선으로 표시된 네모 공간과 같다.)

그림 6. 문서의 XML 정보로부터 스트링 매칭 기법을 적용할 

XML 정보의 추출

2) 1)번 과정을 통해 XML 문서에서 추출한 정보들과 

Query 정보와의 차이 수치를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산된 차이 수

치가 낮을수록 두 정보의 유사도가 높다는 의미가 된

다.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할 때, 

태그의 경우 하나의 여닫는 태그를 문자로 취급하여 

계산하며, 태그의 값 정보는 각각의 문자를 나누어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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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s t a r s </NP>

0 1 2 3 4 5 6 7

<NP> 1 0 1 (a) 2 3 4 5 6

<NP> 2 1 (b) 1 (c) 2 3 4 5 6

s 3 2 1 2 3 4 4 5

t 4 3 2 1 2 3 4 5

a 5 4 3 2 1 2 3 4

r 6 5 4 3 2 1 2 (d) 3

</NP> 7 6 5 4 3 2 (e) 2 (f) 2

<PP> 8 7 6 5 4 3 3 3

<P> 9 8 7 6 5 4 4 4

w 10 9 8 7 6 5 5 5

i 11 10 9 8 7 6 6 6

t 12 11 10 9 8 7 7 7

h 13 12 11 10 9 8 8 8

</P> 14 13 12 11 10 9 9 9

<NP> 15 14 13 12 11 10 10 10

e 16 15 14 13 12 11 11 11

a 17 16 15 14 13 12 12 12

r 18 17 16 15 14 13 13 13

s 19 18 17 16 15 14 13 14

</NP> 20 19 18 17 16 15 14 13

</PP> 21 20 19 18 17 16 15 14

</NP> 22 21 20 19 18 17 16 15

표 1. Query 정보와 추출된 XML 정보에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한 예

 사용자 Query와 XML 문서에서 추출한 정보에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용

- Data 1 (Query Data) : star with ears

- Data 2 (추출된 Data) : stars

Data 1

Data 2

그림 7. Query 정보와 추출된 XML 정보의 예

 Approximate String Matching은 두 문자열이 얼마나 

차이나 나는지를 알려고 할 때 사용하는 스트링 매칭 기

법으로 두 문자열이 같아지려면 insertion(문자의 추가), 

deletion(문자의 삭제), substitution(문자의 변경) 이상 

3가지 동작을 각각 몇 번 수행해야 되는지를 계산하여 

두 문자열이 같아지게 하기 위해 수행한 3가지 동작의 

합계가 두 문자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된다. 다음은 표1에서 각 동작이 일어난 위치를 

몇 군데 지정하여 각각의 동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류한 

것이다.

 insertion(문자의 추가) : (a), (d)

 deletion(문자의 삭제) : (b), (e)

 substitution(문자의 변경) : (c), (f)

 표1의 위치 좌표 (i,j)는 (0,2)에서 (0,i)까지의 문자열과 

(2,0)에서 (j,0)까지의 문자열을 비교한 결과 값을 넣어야

하는 위치이며, 비교 대상이 되는 문자들인 (0,i) 위치의 

문자와 (j,0) 위치의 문자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계

산 방식이 달라진다. 지금 계산해야 하는 문자들이 동일

하고 지금 계산해야 하는 Table의 위치가 (i,j)라면, 

(i-1,j)에 insertion cost를 더한 값, (i,j-1)에 deletion 

cost를 더한 값, (i-1,j-1)의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i,j)의 값이 되며, 지금 계산해야 하는 문자들이 동일하

지 않고 지금 계산해야 하는 Table의 위치가 (i,j)라면, 

(i-1,j)의 값에 insertion cost를 더한 값, (i,j-1)에 

deletion cost를 더한 값, (i-1,j-1)에 substitution cost

를 더한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i,j)의 값이 된다.

 표1에서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할 

때 insertion cost, deletion cost, substitution cost의 

값을 각각 1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으며, 각각의 cost를 1

로 설정하였을 때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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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0,i)의 문자 == (j,0)의 문자 ){

   (i,j)의 값 = min{(i-1,j-1)의 값, (i-1,j)의 값 + 1, 

                   (i,j-1)의 값 +1 };

 } 

 else{

   (i,j)의 값 = min{(i-1,j-1)의 값 + 1, (i-1,j)의 값 + 

                   1, (i,j-1)의 값 +1 }; 

 }

 표1의 값을 채워나가는 계산은 왼쪽 상단에서부터 채워

나가면 된다.

3) 2)번 과정을 통해 얻어진 Query와 XML에서 추출한 

정보와의 차이 수치(표 1에서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는 15이다.)가 일

정 값(Threshold)보다 적을 경우 해당 XML 정보를 

Query와 관련 있는 정보라고 간주하여 처리한다. 

  (Threshold를 위한 수식은 다양하게 사용가능하다.)

5.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분석

5.1. 알고리즘의 유용성에 한 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에 기반을 둔 정보 검색기법

 Parsing 작업의 결과인 Parse Tree는 어떤 단어가 어

떤 단어를 수식한다는 정보,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보다 

먼저 출현했다는 정보(단순히 문장에서의 순서가 아니라 

문장의 구조 측면에서의 순서를 의미함.) 등의 구조적 정

보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Parsing의 결과인 Parse Tree의 정보를 정보 검색에 이

용함으로써 구조에 기반을 둔 정보 검색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의미 기반의 Parsing 기법에 의해 생성된 

Parse Tree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면 높은 수준의 의미에 기반을 둔 정보 검색 기능의 구

현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붉은 옷을 입은 김태희”라는 Query와 관련

된 문서를 검색하려고 할 때에는 “김태희”, “붉은 옷”, 

“입다”라는 단어만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정확한 문

서를 검색하기가 어려우며 정확한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

서는 “김태희”, “붉은 옷”, “입다” 간의 관계 정보를 이

해해야만 가능하다.

2) 비슷한 단어에 대해 검색이 가능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정확하게 일치되는 단어가 아니거나 오타가 발생한 단어

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3)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정보에 대해 검색이 가능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과 Parse Tree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구조가 아닌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정보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다.

5.2. 알고리즘 구 에 한 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함에 있어 고

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XML Parser의 이용 가능

 Query와 문서 정보는 Parsing에 의해 Parse Tree로 

표현되며, Parse Tree를 XML 정보로 변환하여 유사도 

측정을 위해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

용하는 것이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XML 정보의 검색은 

표준화된 XML Parser 기법인 DOM이나 SAX를 구현한 

XML Parser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므로 해

당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면 XML 검색을 

위한 모듈은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

2) 색인 기법에 관한 고려가 필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하나의 Query와 하나

의 문서를 가지고 두 정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으며, 정보 검색을 위한 색인 구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한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색

인 구조 및 색인 방법을 찾을 계획이며, 이 알고리즘을 

문서 집합에서 Query와 연관된 문서를 검색하는 곳에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속도나 성능을 위해서 색인 기법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3. 알고리즘의 성능에 한 분석

 제안한 알고리즘의 속도라는 측면에서의 성능은 XML 

Parser의 처리 속도에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하는 동작의 처리 속도를 더한 합이 된다. 

XML Parser의 처리 속도를 Tag 간의 비교를 하는 동

작의 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면 XML 정보의 모든 Tag

와 Query의 Root Tag와의 동일 여부를 계산해야 하므

로 ⨁(N)이 된다.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하는 동작의 처리 속도는 추출된 Tag의 수와 추출

된 정보의 길이에 비례하게 되며, 추출된 Tag의 수를 M

이라고 하고 Query 정보의 길이를 Q라고 하며, 추출된 

정보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적용하는 동작의 성능은 ⨁(MQL)이 

된다. 앞의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제안한 알고리즘의 

속도라는 측면에서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N+MQL)

N : XML 정보의 Tag의 수

M : XML 정보에서 Query의 Root Tag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추출된 Tag의 수

Q : Query 정보의 길이

L : XML 정보에서 추출된 정보의 길이

6. 결론  향후 과제

 Parsing 작업의 결과로 얻어진 Parse Tree는 문장에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관한 구조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Tree 정보이다. 이 

Tree 정보를 정보 검색에 이용함으로써 구조에 기반을 

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논문에서 제시한 구조에 기반

을 둔 정보 검색 알고리즘은 파싱 기술과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Parsing 작업의 결과인 Parse Tree를 XML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는 XML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Query와 문서 정보를 Parsing한 

결과에 대해 Approximate String Matching 기법을 이

용한 유사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구조에 의한 정보 검

색, 약간 철자가 다른 단어나 오타가 발생한 단어에 대

해서도 처리가 가능한 비슷한 단어에 대한 정보 검색, 

비슷한 구조에 대한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다. 향후 과

제로는 알고리즘의 검색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험을 할 계획이며, 제시한 알고리즘에 적합한 

색인 구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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