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383-630X(Print) / ISSN 2383-6296(Online)

Journal of KIISE, Vol. 42, No. 10, pp. 1247-1253, 2015. 10

http://dx.doi.org/10.5626/JOK.2015.42.10.1247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38318)

․이 논문은 2015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에서 ‘유사도 기반 질의처리를 한 

공간 효율 인 역 색인 기법’의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을 확장한 것임

논문 수 : 2015년 7월 23일

(Received 23 July 2015)

논문수정 : 2015년 9월 7일

(Revised 7 September 2015)

심사완료 : 2015년 9월 8일
†

††

학생회원

정 회 원

:

:

북 학교 컴퓨터공학부

im.manu625@gmail.com

북 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Chonbuk National Univ.)

jongik@chonbuk.ac.kr

(Corresponding author임)

(Accepted 8 September 2015)

CopyrightⒸ2015 한국정보과학회ː개인 목 이나 교육 목 인 경우, 이 작물

의 체 는 일부에 한 복사본 혹은 디지털 사본의 제작을 허가합니다. 이 때, 

사본은 상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첫 페이지에 본 문구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목 으로 복제, 배포, 출 , 송 등 모든 유형의 사용행

를 하는 경우에 하여는 사 에 허가를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2권 제10호(2015. 10)

유사도 검색을 한 데이터 재배열을 이용한 
공간 효율 인 역 색인 기법

(A Space-Efficient Inverted Index Technique using Data 

Rearrangement for String Similarity Searches)

임 마
†
     김 종 익

††

                                    (Manu Im)          (Jongik Kim)

요 약 유사도 검색에서는 효율 으로 유사성을 만족하는 문자열을 찾기 해서 데이터에 한 역 색

인을 구축하여 이용한다. 일반 으로 기존의 기법들은 빠른 응답속도의 질의처리를 해서 역 색인을 메모

리에 상주시킨다. 하지만 구축된 역 색인은 그 크기가 매우 크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나 자원이 제약 인 환경에서는 역 색인을 이용한 질의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q-그램을 포함하는 문자열들이 서로 인 한 치가 되도록 재배치시킨 후 해당 문

자열들을 범 로 표 한다. 실험을 통하여 질의처리의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색인의 크기가 어드

는 것을 보인다.

키워드: 문자열 유사도 검색, 역 색인, 데이터 재배치, 범 표기 방식

Abstract An inverted index structure is widely used for efficient string similarity search. One of 

the main requirements of similarity search is a fast response time; to this end, most techniques use 

an in-memory index structure. Since the size of an inverted index structure usually very large, 

however, it is not practical to assume that an index structure will fit into the main memory. To 

alleviate this problem, we propose a novel technique that reduces the size of an inverted index. In order 

to reduce the size of an index, the proposed technique rearranges data strings so that the data strings 

containing the same q-grams can be placed close to one other. Then, the technique encodes those 

multiple strings into a range. Through an experimental study using real data sets, we show that our 

technique significantly reduces the size of an inverted index without sacrificing query processing time.

Keywords: string similarity search, inverted index, data rearrangement, range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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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텍스트 데이터는 표 방식의 차이나 타이핑의 오류로 

인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를 얻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의 검색에서

는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사한 데이터

를 찾아내는 기술이 매우 요하다.

유사한 데이터를 찾기 한 유사도 검색(Similarity 

Search)에서는 서로 다른 두 문자열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해서 편집 거리(Edit Distance), 자카드 계

수(Jaccard Coefficient), 다이스 유사도(Dice Simila-

rity),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등의 유사도 

함수들을 이용한다[1]. 이러한 유사도 함수들은 유사도

를 측정할 때 부분 문자열의 집합으로 표 된 두 문자

열 집합 사이의 교집합 크기로 일 되게 변환할 수 있

다. 따라서 유사도 검색에서는 다양한 유사도 측정 기

들을 지원하기 해 일반 으로 교집합의 크기를 유사

도 측정 기 으로 사용하는 교집합 유사도(Overlap 

Similarity)를 사용한다[2].

어떤 문자열 s는 s내에 길이가 q인 모든 부분 문자열

들로 추출하여 부분 문자열 집합으로 표 할 수 있다. 

를 들어 문자열 “internet”이 있을 때, 길이 3인 부분 

문자열로 분해하면 {int, nte, ter, ern, rne, net}인 집합

을 얻을 수 있다. 이때, 길이 q로 나뉜 부분 문자열을 

q-그램이라 부른다.

유사도 검색에서 유사한 문자열 간의 유사도를 측정

하기 해서 데이터 문자열과 질의 문자열을 q-그램 집

합 형태로 변환한다. 교집합 유사도는 데이터 문자열의 

q-그램 집합과 질의 문자열의 q-그램 집합 간의 교집합

의 크기를 계산한다. 계산된 교집합의 크기가 임계값

(Threshold) 이상인 데이터 문자열을 질의 결과로 반환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 내의 모든 문자열과 

질의 문자열을 일일이 비교해서 찾기 때문에 매우 비효

율 이다. 효율 인 검색을 해서 부분의 유사도 검

색 기술들은 데이터 내의 문자열들에 포함되는 각각의 

q-그램에 한 역 리스트들을 구축하고 이를 검색에 이

용한다. q-그램에 한 역 리스트란, 데이터 문자열 내

에 해당 q-그램을 포함하는 모든 문자열의 ID를 정렬된 

순서로 갖는 리스트이다. 역 리스트를 이용하는 유사도 

검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행된다. 데이터 문

자열에 한 q-그램의 역 리스트가 미리 구축되어서 존

재한다고 가정할 때, 1)질의문자열을 q-그램 집합으로 

변환한 뒤, 2)질의문자열에 포함된 각 q-그램들에 해당

하는 역 리스트를 찾는다. 3)찾았던 역 리스트를 병합

하여 각 문자열 ID가 나타나는 리스트의 개수를 계산한

다. 여기서 리스트의 개수는 데이터 내의 문자열들과 질

의문자열 간의 교집합의 크기를 의미한다. 4)계산된 값

이 교집합 유사도의 임계값 이상인 문자열 ID를 결과에 

추가한다. 이때, 질의 문자열 집합에 해당하는 q-그램의 

역 리스트를 빠르게 추출하기 해서 데이터 문자열의 

(q-그램, 역 리스트) 을 색인하는데 이를 역 색인이라 

부른다.

역 색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효율 으로 질의처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색인된 q-그램마다 해당 q-그램을 

포함하는 문자열 ID를 모두 장해야하므로 데이터 문

자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구축하려는 역 색인의 크기가 

매우 커진다. 기존의 유사도 검색 기술들은 빠른 응답속

도를 해 메모리에 상주된 역 색인을 가정한다. 하지만 

데이터의 사이즈가 큰 경우 역 색인의 크기가 매우 커

져 메모리에는 상주시킬 수 없게 될 수 있다. 한 임베

디드 시스템이나 모바일 시스템과 같이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역 색인을 이용하기 해서는 색인의 크기를 

이는 것은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 색인을 이용해서 유사도 검색을 할 

때, 그 크기를 일 수 있는 공간 효율 인 역 색인 구

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동일한 q-그램을 가지

는 데이터 문자열들이 서로 인 하도록 재배치함으로써 

해당 q-그램이 가리키는 역 리스트 내의 문자열 ID들이 

연속되도록 만들고, 이 같은 연속성을 이용해서 문자열 

ID들을 범 로 표 한다. 이 게 범 로 표기하게 되면 

기존에 표기되었었던 문자열 ID가 감소되어서 역 색인

의 크기가 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보 검색 분

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역 색인 압축기법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별도의 인코딩/디코딩 기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질의처리 성능을 희생하지 않고

도 역 색인의 크기를 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논문에서 

소개하는 기법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배경정보  

련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일반 인 역 색인을 설

명하고 그것과 비교해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범 로 표

기되는 역 색인의 구축과정을 알고리즘과 함께 소개한

다. 4장은 구축된 역 색인을 이용해서 효율 으로 질의

처리 되는 과정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일

반 인 역 색인과 논문에서 제시하는 역 색인을 비교하

여 어드는 색인의 양을 보이고, 질의처리 성능 희생이 

없음을 보인다. 6장에서는 결론에 해서 기술을 한다.

2. 배경정보  련연구

유사도 검색은 우선 답을 포함하는 후보를 생성한 후

에 생성한 후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효율

인 검색을 해서는 빠르게 은 수의 후보를 생성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재까지 제안된 역 색인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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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사도 검색 기술은 모두 다음의 Prefix 필터링 원

칙[3]을 이용하여 후보 문자열을 생성한다.

∙Prefix 필터링 원칙 : 두 문자열의 q-그램 집합을 S1, 

S2 라고 하고 두 집합의 교집합 크기에 한 임계값이 

T라고 하자. 두 집합을 동일한 기 으로 정렬하 을 

때, 두 집합이 유사하면 S1의 처음 |S1| - T + 1 개의 

원소들과 S2의 처음 |S2| - T + 1 개의 원소들  어

도 하나는 동일한 원소가 존재해야 한다.

Prefix 필터링 원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후보 문

자열을 생성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질의 문자열의 q-그

램 집합에서 prefix에 해당하는 q-그램들을 선택한 후 

선택된 q-그램들에 한 역 리스트들을 추출한다. 

prefix 필터링 원칙에 의해 추출된 역 리스트에 존재하

지 않는 문자열은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추출된 역 

리스트들을 병합하여 후보 문자열 리스트를 생성한다. 

prefix 필터링을 이용하는 유사 검색 기술들은 후보의 

수를 최소화하기 해 그램의 빈도를 q-그램 집합의 정

렬 기 으로 사용한다.

Prefix 필터링 원칙을 활용하는 다양한 유사도 검색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1,3]에서는 유사 문자열 집합의 

질의 결과 후보를 빠르게 생성하기 해 효율 으로 역 

리스트를 병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4,5]에서는 

문자열 집합의 q-그램 발생 빈도를 이용하여 q의 범

를 특정 범 로 확장하는 VGRAM이 제안되었다. ED- 

Join[6]에서는 prefix 필터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Prefix

의 길이를 여 더 작은 크기의 후보 집합이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7]에서는 데이터를 분할함으로

써 각 분할 구간에서 그램의 빈도수를 조정하여 후보 

문자열의 숫자를 이는 방법이 제안하 고, [8]에서는 

유사도 측정 기 으로 편집거리를 사용하는 경우 prefix 

역 그램의 역 리스트들의 교집합을 이용하여 더욱 

은 후보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역색인 기법은 기존에 제안된 다양한 유사도 검

색 기법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다.

정보 검색 분야에서는 역 색인 압축 기법들이 제안되

었다[9-11]. 이와 같은 기법들은 역 리스트에 인 한 원

소의 차이를 장함으로써 원소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

의 크기를 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인 한 원소

들의 값의 차이를 담는 방법으로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된 역 색인을 이용하기 해서는 복원작업이 이루

어져야한다. 복원을 해서는 원소의 차이를 처음 원소

부터 더해서 역 리스트의 길이만큼 연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압축 방법은 디스크 기반의 색인에서 I/O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메모리 기반 색인을 사

용하는 문자열 유사 검색에서는 질의처리 비용에 비해 

복원 비용이 매우 커 활용이 어렵다.

3. 범  표기를 이용한 역색인

이 장에서는 텍스트 내의 데이터 문자열을 이용해서 일

반 인 역 색인의 구축과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재배치를 이용한 역 색인의 구축

과정을 알고리즘과 함께 설명한다. 이때, 구축되는 역 색

인이 재배치되는 데이터 공간을 가장 효율 으로 사용하

기 해서 재귀 으로 재배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a)                          (b)

그림 1 문자열의 일반 인 역 색인

Fig. 1 Example of typical inverted index

일반 인 역색인은 다음과 같이 구축된다. 첫 단계로 

텍스트 데이터는 데이터 내의 각 문자열에 해 문자열의 

치를 ID로 할당하고 문자열을 q-그램 집합으로 분해한다. 

다음 단계로 q-그램을 키로 하고, 해당 그램을 포함하는 

문자열 ID들이 담긴 역 리스트를 값으로 하여 (q-그램, 

역 리스트) 을 색인하는 방법으로 역 색인이 구축된다.

를 들어, 그림 1(a)에서 그램 B를 포함하는 데이터 

문자열의 ID인 1, 3, 4, 6 이 그림 1(b)에서 키로 색인

된 그램 B의 역 리스트의 원소로 1, 3, 4 그리고 6 이 

담기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역색인의 크기를 이기 해 다음과 

같은 기법을 제안한다. 우선,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데이

터 내의 문자열들에 포함된 q-그램들 에서 특정 그램

을 선택하고, 선택하 던 q-그램을 포함하는 문자열과 

그 이외의 문자열로 구분한다. 이 게 선택된 특정 q-

그램을 포함하는 문자열과 그 이외의 문자열 치를 바

꾸어서 특정 q-그램을 포함하는 문자열들끼리 서로 인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한다. 그런 후 재배치가 마무리 

된 문자열들에게 ID를 다시 부여한다.

를 들어, 그림 2(a)에서는 그램 B를 가진 문자열들을 

인 한 치로 재배치하기 해 하단의 과정을 거친다.

① 2번 문자열과 3번 문자열을 교환

② 3번 문자열과 4번 문자열을 교환

③ 4번 문자열과 6번 문자열을 교환

그램 B를 포함하는 문자열들이 서로 인 하도록 재배

치한 후 문자열 ID를 다시 부여하면 그림 2(b)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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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 문자열의 치변경

Fig. 2 Relocation of strings

알고리즘 1 데이터 문자열 재배치 알고리즘

Algorithm 1 Algorithm of data string relocation

알고리즘 1은 데이터 문자열 집합 R에서 과 

  사이의 문자열들을 주어진 q-그램 를 이용해 재

배치하는 알고리즘이다. Line 4에서 주어진 역인 

begin부터 end까지 주어진 q-그램 를 포함하는 데이

터 문자열을 찾는다. Line 5～6에서는 pivot을 기 으로 

해당 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쪽으로 배치하고, 를 

포함하지 않는 문자열은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문자열 

간의 치를 바꾸어서 재배치한다. 주어진 역인 

부터 까지 재배치가 모두 마무리되면 을 포함하지 

않는 첫 번째 문자열의 치인  값을 반환한다.

알고리즘 1과 같이 특정 q-그램을 포함하는 문자열들이 

서로 인 한 치라면 이같이 인 한 문자열들을 범 로 

표 하여 해당 q-그램의 역 리스트에 장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2(b)에서 그램 B를 포함하는 문자열들

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그림 3과 같이 해당 문자열들이 그

램 B가 가리키는 역 리스트에 범 로 표기 될 수 있다.

다음은 문자열 재배치를 한 특정 q-그램의 선택에

그림 3 범 표기

Fig. 3 Range representation

해 설명한다. 그림 1(b)의 경우 문자열 ID 1, 3, 4, 6

로 역 리스트가 갖는 ID의 수는 4 지만, 그림 3에서는 

(1,4)의 범 로 표해서 역 리스트가 가지는 ID의 수가 2

로 어든다. 하지만 그림 2(b)와 같이 그램 B를 가진 

문자열들을 인  하도록 재배치하는 경우, 범 로 표기

될 수 있었던 그램 E를 가지는 문자열들이 흩어지게 된

다. 필연 으로 특정 그램을 인 하게 재배치 할 때 다

른 그램들이 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빈도수가 큰 그램을 우선 으로 선택하여 인 하게 재

배치시킨다. 일반 으로 문자열 집합은 Power-Law 분

포를 따른다[12]. Power-Law 분포는 체 데이터에서 

빈도수가 큰 10% 미만의 그램이 체 구성의 90% 이상

을 차지하는 분포를 보여 다. 따라서 Power-Law 분

포에 근거하여 큰 빈도수의 그램이 포함된 데이터 문자

열들을 우선 으로 재배치 할 때, 역 색인의 크기가 많

이 어드는 것을 기 할 수 있다.

다음은 재배치되는 역 내에서 최 이 되는 재배치

를 찾아서 동일 공간 내에서도 보다 많은 수의 범 표

기가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은 처음 선택하 던 가

장 큰 빈도수의 그램을 제외시키고 나뉘어졌던 두 역

에서 다음으로 큰 빈도수의 그램을 포함하는 문자열들

이 인 하도록 재배치한다. 이같이 재귀  방법을 통해 

범 로 표기가 가능한 문자열들을 재탐색하면 동일 공

간 내에서도 더 많은 수의 범 표기가 되는 데이터 문

자열들을 얻을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4(a)의 그램 B를 포함하는 문자열 

내에서 그램 B를 제외한 후 그램 A를 포함하는 문자열

들도 범 로 표기하기 해 그림 4(b)와 같이 재배치할 

수 있다. 문자열 ID 1부터 4까지가 재배치되더라도 그

램 B는 여 히 인 하게 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으로 진행되는 재배치 과정에 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

서 재귀 인 방법 통해 그램 A를 포함하는 문자열이 다

시 재배치된다면 그램 A도 범 로 표기된다. 최종 으

로 그림 5(a)의 역 색인과 그림 5(b)의 재귀  재배치된 

데이터 문자열을 얻는다.

다음은 알고리즘 2를 통해서 범 로 표기하는 방법과 

ID로 표기하는 방법을 구분해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역 색인의 구축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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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 재귀  재배치

Fig. 4 Recursive rearrangement

           (a)                         (b)

그림 5 재배치 후 역 색인과 데이터 문자열

Fig. 5 Rearrangement of data strings

Line 1에서 max_freq_gram 함수를 사용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에 포함된 그램들을 제외한 그램  가장 

큰 빈도수를 갖는 그램인 을 찾는다. 역 리스트에 

범 로 표기되기 해서 연 된 문자열을 서로 인 하

도록 재배치하여야 하는데, 연 된 문자열들이 어도 

MIN_SIZE이상일 경우에 범 로 표기한다. 만약 를 

포함하는 문자열의 개수가 MIN_SIZE보다 작은 경우 

Line 2～6과 같이 범  내의문자열들에 한 역 리스트

를 구축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Line 7에서 알고리즘 

1의 relocation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구간의 데이터 문

자열들을 을 포함하는 문자열 그룹과 포함하지 않는 

그룹으로 재배치한다. Line 10～11에서는 재귀  방법을 

통해서 각 그룹 내에서 범 표기 여부를 재탐색을 한다. 

이때, 이 에 사용했던 최  빈도 그램 을 제외하기 

해 Line 9에서 을 에 추가한다.

4. 질의처리

이 장에서는 범 로 표기된 역 색인을 이용해서 문자

열 간의 유사도가 임계값 이상이 되는 문자열을 찾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에서는 유사도 측정 기 으로 교

집합 유사도를 사용한다. 질의문자열에 의해서 추출된 

역 리스트들 에서 prefix 그램들의 역 리스트들을 이

용하여 후보를 생성하고, 나머지 그램들의 역 리스트들

을 이용하여 후보를 검증하는 두 단계를 거친다. 이때, 

짧은 길이의 역 리스트들을 prefix로 선택함으로써 후보

의 수가 최소화될 수 있다. 사용되는 역 색인의 경우 문

알고리즘 2 역 색인 구축 알고리즘

Algorithm 2 Inverted Index Building Algorithm

그림 6 질의처리 과정

Fig. 6 Query processing

자열 ID가 역 리스트에 ID표기와 범 표기로 담겨있기 

때문에 후보를 생성하고 검증할 때도 역 리스트에 담긴 

원소를 구분해서 처리해야한다.

를 들어, 교집합 유사도가 임계값(T) 3 이상이고, 

질의 문자열의 q-그램 집합(Q)이 {A, B, C, D}와 같다

고 할 때, 그림 5(a)의 역 색인에서 Q에 해당하는 q-그

램의 역 리스트들을 추출한다. 후보 생성을 한 prefix

를 결정하기 해 추출된 역 리스트를 역 리스트의 길이

로 정렬한다. 이때, B의 역 리스트는 (1,4)로 D의 역 리

스트인 2, 5, 6 보다 짧게 표기되어 있지만, 1, 2, 3, 4의 

ID를 여서 (1,4)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림 6과 같

이 C, A, D, B의 순으로 정렬한다. Prefix 필터링 원칙

에 의해 |Q| - T + 1 = 4 - 3 + 1 = 2 개의 prefix를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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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기 때문에 C와 A의 역 리스트를 병합하여 (1, 2, 

3, 6)의 후보 리스트가 생성된다. 생성된 후보는 D와 B

의 역 리스트들을 이용하여 검증 단계를 거치는데, 빠른 

검증을 해서 이진탐색(Binary Search)을 이용한다.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 후 문자열 ID의 출연 회수가 3 이

상을 만족하는 문자열 ID 1과 2가 질의의 결과가 된다.

5. 실 험

본 실험은 Intel core 3.6GHz, 32GB RAM, Ubuntu 

14.04 LTS 64bit의 환경에서 수행하 고, 50개의 질의

어를 실험 데이터 내에서 무작 로 추출하여 유사도 검

색을 수행하여 측정하 다.

데이터 일 IMDB-Actor DBLP-Title

크기 19.7MB 75.8MB

문자열 개수 1213392 1158649

문자열 평균길이 16 68

normal은 역 색인의 구성인 역 리스트의 원소가 ID

로만 구성되었을 때를 의미하며 proposed는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인 한 데이터 문자열의 범 표기가 역 리

스트에 포함되어 구성된 역 색인을 의미한다. 문자열을 

q-그램 집합으로 만들 때, 그램의 길이를 3～5로 변경

하면서 실험하 다. 유사도 측정을 해 자카드 계수를 

교집합 유사도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자카드 계수는 

0.6～0.9까지를 사용하여 비교하 다.

그림 7은 데이터 문자열을 각 q-그램으로 나 어서 

역 색인을 구축 하 을 때, 체 역 리스트들의 길이 합

(n)을 색인 크기로 비교한 그래 이다.

IMDB-Actor의 경우 총 역색인의 크기가 략 반

정도의 크기가 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DBLP- 

Title의 경우 약 1/4정도의 크기가 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MDB-Actor는 배우들의 이름을 정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복되는 단어들이 DBLP-Title 보다 더 많이 존재

하여서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더 많은 효과를 보았다.

 

     (a) IMDB-Actor          (b) DBLP-Title

그림 7 역 리스트 크기

Fig. 7 Inverted lists size

 

   (a) IMDB-Actor            (b) DBLP-Title

 

  (c) IMDB-Actor            (d) DBLP-Title

그림 8 질의 처리 시간

Fig. 8 Query processing time

 

            (a)                        (b)

그림 9 최소 범  표기 효과

Fig. 9 Effect of MIN_SIZE

그림 8은 무작 로 50개의 질의어를 선택해서 질의처

리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8(a)와 8(b)는 자카

드 계수를 0.8 교집합의 크기를 기 으로 삼고 MIN_ 

SIZE는 30으로 고정하여 q-그램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질의처리 시간을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8(c)와 8(d)

는 자카트 계수의 변화에 따른 질의처리 시간을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7, 8의 그래 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질의처리의 

성능에 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으면서도 역 색인의 크

기가 어듦을 보 다.

그림 9는 IMDB-Actor 데이터를 사용해서 범 로 표

기될 수 있는 문자열의 최소 빈도수(MIN_SIZE)의 변인

에 의한 비교 그래 를 나타낸다. 그림 9(a)는 범 로 

표기될 수 있는 그램의 최소 빈도수를 증가시키면서 역 

리스트의 크기를 그램 길이 별로 비교 실험한 그래  

이다. 그림 9(b)는 MIN_SIZE를 증가시켰을 때 데이터 

문자열이 범 표기 된 횟수를 나타내는 그래 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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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를 통해 범 로 표기 될 수 있는 그램의 수를 증가

시키면서 역 색인의 감소되는 정도를 보 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 검색을 한 공간 효율 인 역

색인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데이터 문자

열의 재배열을 통해 동일한 q-그램을 가지는 문자열을 

서로 인 하게 치시키고, 인 한 문자열 ID들의 연속

성을 이용하여 해당 q-그램이 가리키는 역 리스트에 문

자열 ID를 범 로 표기함으로써 역 색인의 크기가 감소

하게 된다.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역색인 기법이 질의 처리 성능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색인의 크기를 크게 감소시킴을 보 다.

제안하는 기법은 각 그램을 기 으로 데이터 문자열

을 재배열 하므로, 각 그램들이 데이터 내의 특정 역

에 집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7]의 찰사항

과 같이 이러한 특징은 질의 처리 시 후보의 수를 이

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이와 련한 내

용은 향후 연구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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