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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차

?연구 배경과 목적

?관련 연구

?설계 및 구현
– 매칭 알고리즘의 요구 사항

– 근사 매칭 알고리즘의 선택과 적용

– 구현과 분석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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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및 목적]의 목차

?연구배경
?서비스와 서비스타입의 개념

?ODP 트레이딩의 개념

?문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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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분산 컴퓨팅 환경

?서비스 변경

?ODP 트레이더의 중재자 역할
– 서비스 매칭

• 인터페이스 매칭
• 프로퍼티(property) 매칭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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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서비스 타입의 개념

Service 

interface

Set of Service Properties

Name(dynamic, static)

Value

List of 
Parameter Types 

Service Type

Interface Type

Service Property Types

Set of 
Signatures

Name 

Name

Consists-of

Instanc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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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P 트레이딩의 개념

?A “Yellow Page” or “Discovery” function
? finds objects providing a service described in 

terms of both type and properties 

Trader

importer exporter

exportsImport  
requests

Import 
replies

Service invokes

Service re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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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 트레이더의 exact 매칭 알고리즘 사용
– 이유 : validity/correctness 보장할 수 없음.

?검색폭이 좁아서 검색효율이 저하된다.

A

C
B

D

A: interface type check

B: ideal property check

C: approximate matching

D: exact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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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의 목차

?기존 트레이더(AI-Trader)
– AI-Trader와 본 연구와의 차이

?근사매칭 알고리즘 사용분야
– X.500에서 근사매칭 연구

– WWW에서 근사매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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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rader

Interface name 

{   Constant declarations

Type declarations

Operations

}    

Interface:name

CONSTANTS

TYPES

OPERATIONS

IDL-based def. Conceptual Graph  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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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rader와 본 연구와의 차이

?AI-Trader의 서비스 검색
– graph matching
– graph distance를 계산하여 근사 매칭

?본 연구와의 차이
– AI-Trader: Conceptual graph
– 본 연구: Metaphone/Thes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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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매칭 알고리즘 사용분야

?X.500에서 근사 매칭
– Soundex
– Metaphone
– Bickel의 알고리즘

– Damerau의 알고리즘

?WWW에서 근사 매칭
– thesaurus-bas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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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구현]의 목차

?매칭 알고리즘의 요구사항

?근사매칭 알고리즘의 선택과 적용
– 알고리즘 조사

– 알고리즘 선택한 이유 설명

– 적용과 설계(유형별: Metaphone, Thesaurus, 혼용)

?구현과 분석
– 유형별: Metaphone, Thesaurus,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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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퍼티 매칭 알고리즘의
요구 사항
? flexible means to extend service categorization

– 근사 매칭 알고리즘

?보통/추상명사의 근사 매칭(의미 처리) 
?고유명사의 근사 매칭(스펠링 처리)



14

근사 매칭 알고리즘 조사

?알고리즘 조사
– Soundex, Metaphone
– Bickel, Damerau
– thesaurus-based search

?선택한 이유

?설계
– Metaphone
– thesaurus-based search
– 혼합사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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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ex 알고리즘

Soundex code

1
2
3
4
5
6
0

B, F, P, V
C, G, J, K, Q, S, X, Z
D,T
L
M,N
R
A,E,H,I,O,U,W,Y

Letters Name Soundex key

Barker
Knight
Attlee
Livingstone
May

B626
K523
A34
L152
M

Soundex 코드 적용 보기

•Odell & Russell 개발(1918년)

•X.500 근사매칭에 가장 널리 사용됨

•(26*6*6*6) + (26*6*6) + (26*6) = 6734 Key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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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ne 알고리즘

Letter Code Conditions

If first letter
Otherwise

No code if at end of word as in LAMB
Otherwise

No code if -SCE-, -SCI-, or -SCY-
If -CIA-, or -CH-
If -CI-, -CE-, -CY-
Otherwise

A
N/A
N/A
B
N/A
X
S
K

A

B

C

Metaphone 코드

•Soundex의 한계

•Precision에서 약 17배

•Trade-off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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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kel 알고리즘

Weight Letters

3
4
5
6
7
8
9

A, E, I, N, O, S, T
D, H, L, R, U
C, F, G, M, P, W
B, V
K, Q
J, X, Y
Z

BAKER
6 3 7 3 4

BARKER       BAXTER        BAKEFIELD
* * * * * *       * *   * *          * * * *  *
6 3 4 7 3      6 3    3 4      6 3 7 3  

•“희소성이 높을 수록 전달 정보의 량도 많다”이론에 근거

Bickel 코드 적용 보기

•우선 순위 할당 가능 (BARKER, BAKEFIELD, BAXTER)
•사전 연산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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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rau 알고리즘

?스펠링 에러의 80%가 Edit distance 1
?예)  keyboard input: clarj 일 경우

– Data base:  clark or  clare ? 
– J와 k거리 <    j와 e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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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urus 사용한 알고리즘

?용어통제 목적: 개념들의 관계 정비
– 어의적 관계(동등관계, 계층관계, 연상관계)

?WWW search에서 검색폭 조절 목적
– 본 연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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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선택 이유

?Metaphone 선택이유
– X.500 은 White page 

• ODP 트레이더는 Yellow Page
• Metaphone : 고유명사의 근사 매칭(스펠링 처리)

– Soundex: precision 저하 (trade-off)

?Thesaurus 선택이유
– WWW은 정보 검색폭의 조절

• 서비스 범주화의 유연성 지원

• thesaurus: 
– 검색폭 조절의 대표적 알고리즘

– 보통/추상명사의 근사 매칭(의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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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P 트레이더 구조

Offer
Management

Type 
Management

Property/
Constraints
Management

Federation

Database
Access

DBMS

Invocatio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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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ne사용한 설계

Coordinator Match

Metaphone Code 
generator

CORBA::Boolean Match(

const ObjTrader::PropertyList& properties, 

const ObjTrader::PropertyList& criteria);

ObjTrader::MetaphoneCode MetaphoneCodeGen(

(const char *)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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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urus 사용한 설계

Coordinator Match

Thesaurus

ObjTrader::ThesaurusStrings Thesaurus(

(const char *) name );

CORBA::Boolean Match(

const ObjTrader::PropertyList& properties, 

const ObjTrader::PropertyLis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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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사용한 설계

Coordinator

Match

Thesaurus
Metaphone Code 
Generator

Mode Decorder

Property modes

Property Mode Meaning

Normal

Fixed_readon
ly

Read_only

Fixed_normal

Undefined

Metaphone

Thesaurus

Property can be updated or deleted.

Property cannot be updated, but can be deleted.

Property can be updated, but not deleted.

Property cannot be updated, but can not be 
deleted.

Not relevant; only used in exceptions.

Property can be matched by Metaphone.

Property can be matched by Thesaurus.



25

Metaphone 사용한 구현과 분석

dest=Daegu && 
fare>8000 && 
fare<11000

•22*17*17*17=114840 keys

•Complexity =  O(N)

•Anglo-saxon 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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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urus사용한 구현과 분석

dest=Taegu && 
speed-class=high && 
fare>8000 && 
fare<11000

•Complexity = O(1)

•유지 보수 비용

•해쉬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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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사용한 구현과 분석

dest=Daegu && 
speed-class=high && 
fare>8000 && 
fare<11000

•Complexity = O(N) 

or 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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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과제

?서비스 범주화의 유연성있는 수단제공
– 검색폭의 확장

?구현
?향후 과제

– 알고리즘간의 실험적 분석

– 인터워킹된 트레이더에서 근사 매칭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