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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open distributed environment can be perceived as a service 

market where services are freely offered and requested. Any 

infrastructure which seeks to provide appropriate mechanisms for such 

an environment has to include mediator functionality that matches 

service requests and service offers. One of the functions that will 

be standardized as part of the ODP activities is the trading function. 

To search the requested service offers, minimum useful check by the 

trader is interface signature compatibility. However, signatures are 

not sufficient to choose a service requested. Properties provide a 

flexible means of extending service categorization.  

In order to search requested service offers, matching service 

properties is generally based upon exact matching algorithms. This 

thesis argues that  the exact matching algorithms stand in the way of 

getting a good recall rate of the servie offer requested.  This 

thesis presents flexible means of extending service categorization by 

applying approximate matching algorithms for property matching. This 

thesis proposes Metaphone alogrithm and thesaurus-based search 

algorithm for the approximate matching algorithm. The matching 

algorithms have been implemented to a prototype trader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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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r has been experimentally compared with AI-Tr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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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오늘날의 컴퓨팅 환경은 급속히 개방화되고 분산 시스템화 되어 

왔다. 개방형 분산처리(Open Distributed Processing)의 목표는 이 기종의 

아키텍쳐(architecture), 네트워크, 혹은 운영체제 상에서도 서비스나 자

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공유를 위해서는 서비스 요청자

(requester)는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자(provider)를 알아야 하고, 

그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와 같이 광역에 걸쳐서 분산되

어 있는 시스템 환경에서 서비스의 변경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사이의 컴파일타임

(at compile time)이 아닌 런타임(at run time) 바인딩(binding)이 유리한 

바인딩 형태가 되었다. 런타임 바인딩이 지원된다면, 어플리케이션들은 동

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런타임(run time)의 서비스의 동적 선택(dynamic selection)은 

Open Distributed Processing (ODP) [IS95a] 트레이딩(trading) 기능을 사

용하면 가능하다. ODP 는 ISO 에서 그 표준화 연구가 진행 중이다 [IS95a, 

IS95b, IS95c]. 개방형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ODP 에서는 트레이딩 서비스 기능이라고 하고 이러한 트레이딩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트레이더라고 한다 [ISO94, Mir91]. 

트레이더는 분산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들 사이를 연결하여 주

는 제 3 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이다. 트레이더는 서비스의 익스포

터(exporter)로부터 서비스 오퍼(service offer)를 받아 들여서 등록하여 

두었다가, 서비스 임포터가 서비스를 요청하여 왔을 때에 가장 적절한 서

비스 오퍼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임포터의 요구를 만족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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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일을 한다. 서비스 오퍼를 찾는 과정은 인터페이스 타입을 체킹하는 

과정과 서비스 프로퍼티들(properties)을 매칭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진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존의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프로퍼티 매칭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적확한(exact)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왔다 [Way95]. 

그러나 적확한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검색폭이 좁아지므로 그만

큼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서비스의 재현율(recall) [Inr92]이 저하되게 된

다. 이것이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존 ODP 트레이더 [ISO94]에서 

매칭 알고리즘의 문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퍼티 매칭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Metaphone 알고

리즘과 시소러스(thesaurus)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근사 매칭 알고리즘

으로 사용하면, 사용자를 위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 재현율을 제공할 수 있

음을 보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및 글의 체계 

본 논문에서는 ODP 트레이딩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재현율이 높은 트

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 프로퍼티 매칭에 

Metaphone 과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근사 매칭 알고리즘으로 사

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실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의 

ODP 트레이더에서 이 두 가지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델과 그 혼

합사용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구현된 내용에 대한 약간

의 이론적 분석을 추가하였다. 

연구 방법은 X.500 디렉토리 서비스 [X500a]나 WWW [TBe95]등과 같은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존 연구 분야에서 사용 중인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조사하여 현재의 ODP 의 표준 플랫폼인 RM-ODP [IS93r]의 트레

이더의 프로토타입에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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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6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하였고,  2 장은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로 AI-Trader [AIt95a]

와 기존 트레이더 표준들 그리고 X.500 디렉토리 서비스나 WWW 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근사 매칭 알고리즘 연구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3 장은 매칭 

알고리즘의 요구 사항으로 ODP 트레이더에서 프로퍼티 매칭 알고리즘으로

서 요구 사항을 정립하였고,  4 장은 근사 매칭 알고리즘의 선택과 적용으

로 알고리즘의 조사와 선택 이유 그리고 그  설계를 기술하였다.  5 장은 

구현 및 성능 분석으로 설계된 내용을 구현하고 각 구현간의 성능 분석과 

AI-Trader 와 실험적 비교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6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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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트레이더에서 근사 매칭 알고리즘의 기존 연구에 대한 

조사로서, 먼저 본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AI-Trader 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트레이더 표준에서 연구되고 있는 현상 조사로서,  

ANSA  [ANS93a] 프로젝트와 DCE [DCE01] 그리고 CORBA [OMG95]순서로 트레

이더에서 사용되는 매칭 알고리즘 연구의 현재 상태를 알아 보겠다.  

마지막으로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인접하는 연구 분야에 대

한 조사로서, X.500 분야에서 사용되는 근사 매칭 알고리즘들과 인터네트의 

WWW 서비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알아 보고자 

한다.  

2.1  트레이더에서 서비스 매칭 

2.1.1  AI-Trader  

AI-Trader [AIt95a]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개발한 트레이더

로서 트레이더의 타입 관리 레포지토리(type management repository)에 개

념 그래프(conceptual graph) [Con84]를 사용하여, 기존의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IDL)기반의 서비스 타입 체킹들보다 타입 체킹의 유

연성(fexibility)을 개선하였다.  AI-Trader 는 본 논문과는 다른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지만, 트레이딩 서비스에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서

비스 검색에 유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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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지적하는 기존 트레이더의 문제점은, 트레이더에 내재한 매칭 

알고리즘들이 매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입에 대한 설명은 “선험적으로

(a priori) 어떠한 표준에 엄격하게 맞춰져야만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서비스 타입의 개념은 서비스 트레이딩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트레이더

는 서비스 타입에 기반하여 서비스 오퍼(service offer)와 서비스 요청자

(service request)를 매칭하게 된다. 예를 들어, ANSA, CORBA [OMG95], 

DCE [War92] 표준의 기존 트레이더에서는 서비스 타입을 IDL 기반의 서비스 

정의에 따라서 서비스 타입 관리를 하여 왔다. 이 점이 기존 트레이더가 

매칭에서 유연성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그런데,  AI-Trader 연구팀은 주장하기를, WWW 과 같은 사용자 

지향의 서비스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서, 서비스 타입은 더 이상 하위 레벨

의 오퍼레이셔널한 인터페이스 타입만을 지칭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인식적인 영역(cognitive domain)을 

지원하는 서비스 타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AI-Trader

에서 사용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알아보자. 

AI-Trader 에서는 개념 그래프 이론 [Con84]에 근거하여 타입 설명 

언어를 만들었고 이것으로 선험적 표준화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타입의 의도를 개념 그래프로 표현해서 서비스 타입에 내재되어 있

는 의미를 적확한 표현은 물론 근사 표현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It95b].  

그러면 먼저 이 연구의 기초인 개념 그래프에 대하여 알아보자. 원래 

개념 그래프란 자연어 연구에서 의미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그래프의 각 노드는 “개념 노드”나 혹은 “관계 노드”이다. 개

념 노드는 구체적 오브젝트나 추상적 오브젝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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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PRINTER, COMPUTER, PAPER 등과 같은 구체적 노드나 INFORMATION 등과 

같은 추상적 노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노드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

는 관계 노드가 있다. 이러한 형태로 기존 IDL 기반의 서비스 타입 표현을 

지식 기반의(knowledge-based) 개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RINTER 의 프로퍼티 타입만을 CORBA IDL 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

림 1 과 같다.  

 

 

 

                  그림 1.  IDL 기반의 타입 정의  

다음의 그림 2 에서는 이것을 AI-Trader 의 개념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사용하는 표기(notation)는 부록 B 에 첨부하였다. 

 

 

 

 

 

                  그림 2.  개념 그래프를 이용한 타입 정의 

위의 그림 1 과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Name, DPI, QueueLength 라는 

서비스 프로퍼티가 모두 서로 일대일 매핑되어 있다. 이렇게 서비스 타입

 properties PrinterQoS { 

     static   string  Name; 

     static   int    DPI; 

     dynamic int    QueueLength; 

                      queryinterface  QueryPrinterOoS; 

 [PROPERTY-TYPE:{“PrinterQoS”}]  - 

         ->   (STATIC_ATTRIBUTE)  - 

                   ->  [STRING:{“Name”}], 

                   ->  [INTEGER:{“DPI”}]., 

         ->   ( DYNAMIC-ATTRIBUTE) 

                   ->  [INTEGER: {“QueueLength”}] 

                       ->  (EVAL-CALLBACK) 

                            ->  [INTERFACE-TYPE:{“QueryPrinter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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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념 그래프로 표현한 뒤에, 서비스 타입들간의 매칭 비교를 할 때에는 

그래프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서비스 타입 매칭 여부를 결정한다. 그

리고 완전한 매칭을 이루는 서비스 타입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그래프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하면 서비스 타입의 근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AIt95a].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AI-Trader 의 이점은, IDL 기반의 인터페이스 

정의들보다 향상된 서비스 타입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프로퍼티가 다르지만 근사한 종류의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결국, IDL 기반의 트레이딩에서 지원하

지 않는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써, 사용자가 미리 정확한 정보

를 가지고 있지 않고도 보다 높은 서비스 재현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2.1.2  ANSAware 

Advanced Network System Architecture (ANSA) [ANS93a] 프로젝트는 

ODP 분야의 연구를 실현하기 위한 ODP 시스템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나온 것이 ANSAware 이다 [Rov93]. 

ANSAware(여기서는 버젼 3.0) 플렛폼에서는 트레이더에 타입 매니지

먼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Jea93]. 그러나 그것은 단지 RM-ODP [IS93r] 

타입 매니지먼트 기능(naming and relationships)만을 지원하고 타입 설명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ANSAware 트레이더는 타입의 설명

을 호환성 그래프 레포지토리에 저장하지 않고, 다만 타입의 이름만을 저

장한다 [Wa95b]. 그래서 타입 매니저에 의해서 타입 설명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 호환성(structural compatibility)은 지원이 불가능

하다.  

서비스 타입의 개념적 구성은 인터페이스와 프로퍼티의 결합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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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ware [Rov93] 트레이더는 이 둘 모두의 결합된 형태를 서비스 타입으

로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 요청은 서비스 타입에 의해서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타입과 프로퍼티 타입 중의 어느 하나

를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트레이더에게 서비스 

요청을 할 때에는 서비스 타입이 아닌 인터페이스 타입과 프로퍼티라는 형

식만을 가진 제약조건(constraints)를 보내어 요청하게 된다. ANSAware 는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비

스 타입 전체에 대한 타입 체킹은 이루어 지지 못한다. 그래서 ANSAware 의 

타입 매니지먼트 기능은 일반적인 ODP 기반의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채택되

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2.1.3  DCE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DCE) [War92]는 Open System 

Foundation (OSF)에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디렉토리 서비스, 보안 그리

고 분산된 타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분산 컴퓨팅 환경이다. 

DCE 에는 타입 매니저가 없다. 타입들은 단지 IDL 파일 내에서만 관

리된다.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타입을 이름을 사용하여 요청하면, 해당 타

입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호스트의 이름을 리턴 받는다. 그런 다음 다

시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포트번호를 받기 위하여 그 호스트에 접속을 

해야 한다.  

검색이 익그젝트한 인터페이스 타입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 인크루

젼 다형성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호환성있는(compatible)” 

타입의 레퍼런스를 리턴 한다는 개념이 없다. 단지 적확한(exact) 인터페

이스 타입 매칭(matching)만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프로퍼티가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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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퍼티기반의 질의(query)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본 논문 주제

와 관련이 깊은 내용으로서 DCE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트레이더가 프

로퍼티기반의 질의를 지원하지 않는다. ODP 트레이더에서 프로퍼티는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CE 도 역시 ODP 타입 설

명 기능과 타입 매니지먼트 기능을 만족하는 개방형 분산 컴퓨팅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2.1.4  OMA/CORBA 

Object Management Group (OMG)의 Object Management Architecture 

(OMA) [Rob96] 는 상호 작용성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위한 표준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툴과 프로토콜의 설계이다 [OMG92]. 이것을 실제적으로 

완전히 구현해 놓은 오브젝트 시스템이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CORBA)이다.  

OMA 는 RM-ODP 와 같이 술어(predicate)로 타입을 정의한다. CORBA 타

입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인터페이스 레포지토리(Interface Repository) 

[IS93r]와 오브젝트 릴레이션쉽(Object Relationship)으로 이루어 진다.  

인터페이스 레포지토리로 타입 설명기능을 지원하고, 오브젝트 릴레이션쉽

으로 오브젝트간의 관계를 관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타입 설명 기능과 

타입 관리 기능을 통합하였지만, 객체 타입에 대한 동작 설명(behavior 

description)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2  X.500 에서 근사 매칭 알고리즘 

2.2.1  Soundex  

Soundex 알고리즘 [Knu73]은 디렉토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근사 매칭 알고리즘이다. Soundex 알고리즘 [Knu73]은 

1918 년에 오델(Odell)과 러셀(Russell) [Or18]에 의해서 특허권이 신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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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Soundex 에 대하여는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Soundex 라는 이름 때문에 생긴 오해로 자주 표음식(phonetic) 에러를 위한 

매칭 알고리즘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유명사의 유사

한 스펠링 차이를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Mav95]. 예를 들어 지명 

하와이를 영어에서 ‘Hawaii’가 올바른 표기인데 이를 ‘Hawai’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지명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알고리즘이다. 

Soundex 알고리즘은 X.500 디렉토리 서비스의 여러 가지 구현사례에

서 사용되었다. 그것들로는 EAN [NBGS92], DEC 그리고 Unisys 등이 있다. 

자세한 알고리즘 설명은 4 장 1 절 알고리즘조사에서 설명되므로 여기서는 

알고리즘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2.2.2  Metaphone 

로렌스 필립(Lawrence Philips)은 Metaphone 이라 불리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는데 [Phi90], 그것은 Soundex 와 접근방법은 유사하였으나 글자를 

표현하는 엔코딩(encoding) 코드 세트가 휠씬 더 크다는 점이 다르다. 그

리고 특정하게 결합되어 발음되는 글자들은 별도로 처리하였다는 점도 

Soundex 와의 차이점이다.  

이 알고리즘은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된 Directory System Agent 

(DSA)  [X500a]에 사용되어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시간 대학팀

은 자신들의 학교환경의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중급이상의 데이터 베이스 

환경(100,000 레코드)에서는 Soundex 가 너무 많은 매칭을 발생시킨다고 결

론짓고 개선된 알고리즘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Soundex 의 적은 코드세트

의 크기를 결점을 보완하고자 Metaphone 을 자신들의 데이터 베이스에 적용

하였다. Metaphone 의 자세한 알고리즘도 역시 4 장 1 절 알고리즘조사에서 

소개되므로 여기서는 알고리즘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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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WW 에서 사용하는 근사 매칭 알고리즘 

2.3.1  시소러스기반의 검색 알고리즘 

시소러스(thesaurus)란 그 어원이 희랍어에서 나왔고, 의미는 지식의 

보고 또는 사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시소러스와 일반 사전의 차이점

은 일반 사전은 용어의 의미를 모를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시소러스는 그 

반대로 의미(개념)은 알고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용어를 모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시소러스의 이러한 특징은 트레이더의 옐로우 페이지(Yellow 

page)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정보검색과 관련하여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57 년 영국의 

도킹(Doking)에서 개최된 ‘정보검색을 위한 분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Brownson 의 강연에서 비롯된다 [IR90a]. 그는 검색 대상에 나타난 여러 개

념 사이의 관계를  정비된 용어로 변환하는 것이 정보검색의 우선 문제로

서 정의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관련된 개념을 연결시키는 시소러스를 적용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Br57].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시스템은 정보의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념

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두고 정보 

검색시에 그 관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색인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하여

금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시스템은 이와 같은 용어의 통제 목적 

이외에도 탐색어의 확장이나 축소를 통해 검색폭을 조절하는 데에도 사용

한다. 즉 시소러스를 사용하여 보다 포괄적인 검색으로 검색폭을 넓히거나 

보다 한정적인 검색으로 검색폭을 좁힐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 때문에 

WWW 의 검색 엔진들에서 검색폭의 조절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검

색폭의 조절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ODP 트레이더에서 기존 트레이더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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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2.4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ANSAware, DCE [War92], CORBA [OMG95] 등의 기존의 트레이더에서는 

인터페이스 타입과 프로퍼티에 대하여 적확한(exact) 매칭을 지원하지만, 

근사(approximate) 매칭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프로

퍼티 기반의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2 장 1 절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기존의 연구로서 AI-Trader 를 소개

하였다. AI-Trader 는 IDL 을 추상화하여 여러 종류의 IDL 을 통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고, 그와 함께 근사 매칭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요지이다. AI-Trader 는 개념 그래프를 사용하여 본 연

구와 동일한 효과인 근사 매칭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Metaphone 과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근사 매칭 기능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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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칭 알고리즘의 요구 사항 

3.1  서비스 트레이딩의 개념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 타입의 인스턴스(instance)이다. 서비스 타

입이란 서비스를 설명하는 정보를 사용자 관점에서 표현한 것으로 사용자

가 트레이더를 통해 서비스를 액세스하도록 인터페이스를 돌려준다. 그리

고 같은 서비스 타입의 서비스 인스턴스는 같은 인터페이스 타입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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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서비스와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프로퍼티의 관계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타입의 구성요소는 크게 둘로 나

누어서 프로퍼티 타입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나누어 진다. 프로퍼티 타입

은 서비스의 서비스의 품질(QoS)과 같은 변수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이루어 진다. 그것은 서비스 등록시에 정의가 되고, 임포터

가 서비스 요청시에 임포팅 제약조건(constraints)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 

서비스의 프로퍼티는 이름, 값, 모드들로 구성된다.  

인터페이스 타입은 객체의 동작(behavior)을 추상화한다. 인터페이스

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인스턴스가 되고 인터페이스 타입은 시그너처

(signature)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시그너처란 구체적으로 개별 오퍼레

이션을 의미하며 오퍼레이션 이름과 오퍼레이션 파라미터들의 리스트로 이

루어진다.  

다음은 이러한 기본 용어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어떻게 서비스 타입이 

체킹 되며 서비스가 매칭되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자

[Mir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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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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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트레이더 상호작용 시나리오  

상호작용 1. 익스포터가 새로운 서비스를 트레이더에게 알릴 때에 서

비스 오퍼의 형태로 트레이더에게 전달한다. 트레이더는 타입 레포지토리

에서(상호작용 1a) 서비스 타입(혹은 인터페이스 타입), 서비스 프로퍼티와 

오퍼 프로퍼티를 규범을 준수하는 지(validation) 를 체킹한다. 체킹된 서

비스 오퍼는 트레이더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등록된다. 이 때에 저장되는 

정보는 오퍼의 서비스 타입 식별자(identifier)와 인터페이스 타입 식별자

(identifier)와 서비스 프로퍼티와 서비스 오퍼의 프로퍼티이다.  

상호작용 2.   다음 과정으로 임포터가 서비스를 트레이더에게 요구

할 때에는 서비스 요청(request)를 전달한다. 트레이더는 타입 레포지토리

(상호작용 2a)를 통하여 그 요청이 알려진 서비스 타입(혹은 인터페이스 

타입)이며 매칭 제약 조건(constraints)에 포함된 프로퍼티들이 규범적인

(valid)지를 체킹한다.  

상호작용 3. 트레이더는 임포터의 요구 사항(reqirement 

specification)을 만족하는 서비스 오퍼를 리턴한다. 이 때에 트레이더는 

타입 레포지토리 [IS93r]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컨설트한다. 트레이더는 

타입 레포지토리 [IS93r]에 컨설트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트레이더는 타입 

식별자를 타입 레포지토리에 준다(상호작용 3a). 타입 레포지토리는 요청

되는 타입과 호환하는 (identical and/or sub-type) 타입 식별자의 리스트

를 리턴한다. 그러면, 트레이더는 임포터의 정책과 익스포트의 정책에 의

거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세가지 중요한 조건을 매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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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오퍼를 찾게 된다. 첫째가 타입 레포지토리에서 리턴받은 서비스 

타입에 대한 매칭이고, 둘째가 매칭 제약사항(constaints)에서 지정하는 

서비스 프로퍼티나 서비스 오퍼 프로퍼티의 요구조건에 대한 매칭이고, 셋

째가 보안 사항등의 트레이더 자신이 지정한 관리적 요구사항에 대한 매칭

이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위의 첫째 서비스 타입 체킹이 끝난 

서비스 오퍼들에 대하여 둘째인 서비스 프로퍼티 매칭을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부분이다. 다음은 프로퍼티의 개념과 그 용도에 대하여 알아 보

겠다. 

프로퍼티는 서비스 타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서비스 특징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프로퍼티의 예로서 서비스 수준(Quality of Service)나 서비

스 사용료, 서비스의 소유자 정보, 서비스의 위치, 가용성 여부 등이 있는 

데, 서비스와 관련하여 프로퍼티의 역할은 사용자가 서비스들 가운데에서 

지정한 관리(specified administration)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인스턴스가 트레이더에 등록될 때에 

그 인스턴스를 알리는(advertising) 트레이더의 컴포넌트는 프로퍼티와 인

스턴스를 서로 관련지운다. 장래의 서비스 사용자가 트레이더에게 특정한 

서비스 인스턴스를 질의(query)하여 올 때에, 그 질의는 그 인스턴스가 가

지고 있는 프로퍼티 값에 대하여 제약사항(constraints)을 둠으로써 질의

를 명세화(refine)하게 된다 [ANS93b].  

3.2  해결할 문제 분석  

프로퍼티 매칭을 하는 이유는 서비스 분류(service categorization) 

기능을  강화하는 유연한 수단(flexible means)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ANS94a]. 서비스 타입 체킹이 끝난 서비스 오퍼들에 대하여 서비스의 특

징들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체화하여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트레이더는 트레이딩되는 서비스의 특정한 프로퍼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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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의 유효성(validity)과 정확성(correctness)을 보장할 수가 없다 

[ANS93b]. 서비스 오퍼가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가 서비스

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트레이더가 해당 프로퍼티 값이 정확한(correct)

한 지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ANS93b]. 그러나 실제의 기

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프로퍼티 매칭에 있어서 적확한 매칭만을 하고 

있다.  

그림 5 의 집합 A 는 서비스 타입 체킹을 통과한 서비스 오퍼들의 집

합이다. 이 서비스 오퍼들에 대하여 적확한 프로퍼티 매칭만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집합 D 로서 사용자는 극히 제한된 범위의 서비스 오퍼들을 재현

(recall)받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상적인 프로

퍼티 매칭 알고리즘이 존재하여 이것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모든 결과를 검색하였다면 그것은 그림 5 에서 B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근사 매칭 가능한 서비스 오퍼 집합 

적확한 매칭의 문제점은, 타입 체킹을 통과한 결과에 대하여 프로퍼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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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property) 값의 유효성(validity)과 정확성(correctness)이 보장될 수 

없음 [ANS93b]에도 불구하고, 적확한(exact) 매칭만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검색폭을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NSAware 의 트레이더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익스포트하고, 

 

 

 

 

서비스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임포트하였을 때에 ANSAware 는 적확한 매칭

을 하므로 서비스는 트레이딩 되지 못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익스포트된 서비스 프로퍼티리스트(PropertyList)는 

Bank Citibank 이다. 그런데 임포터측의 오류로 Bank == Citybank 로 제약

사항(constraints)이 임포트 되었으므로 서비스는 트레이딩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본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면,  그림 5 의 집합 C 와 같이 D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 오퍼의 결과 집

DECLARE {ir} : BankTeller SERVER 

Ansa_InterfaceRef ir; 

{ir} :: BankTeller$Create(1) 

traderRef$Export (“BankTeller”, “/banks”, “Bank Citibank”, ir) 

 ! traderRef$Export (IFTypeName, Context, PropertyList, ir) 

DECARE {ir} : BankTeller CLIENT 

Ansa_InterfaceRef ir; 

{ir} <- traderRef$Import (“BankTeller”, “/banks”,  

                           “Bank == ‘Citybank’”) 

! {ir} <- traderRef$Import(IFTypeName, Context,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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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구할 수가 있다. 물론 근사 매칭에서는 필연적으로 (C-B) 집합 만큼

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는 원래 프로퍼티 값이 유효성과 정확성과 

보장을 할 수 없고 [ANS93b] 따라서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오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3.3 프로퍼티 매칭 알고리즘의 요구 사항  

3 장 2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프로퍼티 매칭 알고리즘은 서비

스 분류(service categorization)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연성있는 수단

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이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적확한 매칭이 

아닌 근사 매칭을 지원하여 서비스 검색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알고리즘

이 요구된다.  

      프로퍼티 값의 종류가 다양하다. 프로퍼티 값은 크게 나누어 숫자

(Numeric)과 스트링 상수(string constants)이다. 그러나 특히, 스트링 상

수들인 경우에 이름(예를 들어 고유명사)과 같이 동의어 처리 등의 의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스트링이 있고, 그 외 보통명사등과 같이 의미처리

가 가능한 것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프로퍼티 

값의 근사 매칭을 지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4.  근사 매칭 알고리즘의 선택과 적용  

이 장에서는 ODP 트레이딩 시스템의 근사 매칭 알고리즘으로 사용

할 알고리즘들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특정 알고리즘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트레이더에 본 논문에서 선택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설계를 보이고

자 한다.  

4.1  알고리즘 조사  

근사 매칭 알고리즘은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모든 테크닉이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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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 알고리즘들을 잘 활용하여 재현율(recall)

과 정도율(precision) [Inr92]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할 어플리케

이션에서 발생하는 근사 값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는 알고리즘

을 선택해야 한다.  

근사치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크게 나누어 세가지 유형이 있다. 타이

핑상의(typographical) 근사치, 인식상의(cognitive) 근사치, 발음상의

(phonetic) 근사치이다. 타이핑상의 근사치는 타이프 오류에 의한 것이고, 

인식상의 근사치는 의미 사용상의 개인 차이를 의미하고, 발음상의 근사치

는 문자를 발음하고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4.1.1  Soundex  

Soundex 알고리즘 [Knu73]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어 알파펫의 

글자들을 표 1 과 같이 일곱 가지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 나눈 그룹별로 코

드값을 부여하여 그룹내에 속하는 글자들 간에는 같은 코드값을 같도록 한

다. 그리하여 유사한 스펠링을 갖는 단어들이 같은 문자 그룹에 포함되게 

한다. 다음으로 알고리즘 수행 절차를 설명하면, 고유명사(name)를 이루는 

글자에서 “Soundex key”를 도출해 내는 것이 첫째 순서이다. 단, 이름의 

첫 글자만은 그대로 Soundex key 의 첫째자리가 된다. 그 다음에 오는 글자 

세 자리는 다음과 같은 매핑 테이블에 의해서 모두 숫자로 대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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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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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Soundex 코드  

모음과 연자음(soft consonants)인 ‘H’, ‘W’, ‘Y’는 모두 숫자 0 으로 대

치된다. 또한, 동일한 코드들이 연이어 반복되면 한 개의 코드로 대치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최종 코드를 만들기 전에 0 을 모두 제거한다.  아

래의 표 2 에는 그 몇 가지 예를 제시하였다. 

 

 

 

 

                       표 2.  Soundex key 의 적용 보기 

 

Soundex 알고리즘은 수행속도가 매우 빠르다 (5.2.1 참조).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들에 대한 Soundex key 들

은 미리 계산하여 엔코딩된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실

제 매칭이 이루어 질 때에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만을 Soundex  key 로 바꾸

어서 미리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soundex 엔코딩된 key 와 비교하면 

전체 검색 시간은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Soundex 알고리즘의 우수성과 높은 인기는 재현율

이 높다는 점에 있다. 현재 Soundex 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가지 다

Name Soundex key 

Barker 

Knight 

Attlee 

Livingstone 

May 

B626 

K523 

A34 

L15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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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사 매칭 알고리

즘 가운데 하나이다.  2.2.1 에서 언급하였듯이 X.500 디렉토리 서비스에

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도율 [Inr92]의 측면에서 고려하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

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여러 가지 Soundex 

알고리즘의 변종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다음에 조사한 Metaphone 알고리즘

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였고 미시간(Michigan)대학에서 사용되었던 알고

리즘이다.  

4.1.2  Metaphone 

알고리즘 구조가 Soundex 보다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 접근 방법은 

Soundex 알고리즘과 같다.  Soundex 알고리즘과 같이, 단어의 첫째 자리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음은 모두 무시되었다. 그리고 단어를 그루핑

(grouping)한다는 점은 같으나 그루핑이 많이 세분화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록 참조). Soundex 와 다른 점의 한가지로서, Metaphone 의 경우

에는 연자음은 모음 뒤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또한 Metaphone 알고리즘에서는 특정한 글자들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별도로 다르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 ‘GN’, ‘KN’과 ‘PN’으로 시작되

는 단어들을 모두 ‘N’ 으로 처리한다. 다음은 Metaphone 알고리즘의 몇 가

지 코드 처리 예이다.  전체적인 엔코딩의 구조는 부록에 첨가하였고, 아

래의 표 3 에서는 그 일부만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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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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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Metaphone 코드의 몇가지 보기 

Metaphone 알고리즘은 정도율의 면에서 Soundex 보다도 약 17 배 이

상 개선된 알고리즘이다 (5.2.1 참조). 이러한 정도율의 차이로 인해서 실

제로 ODP 트레이딩 서비스에 적용시키기에 적당한 알고리즘은 Soundex 알

고리즘보다도 Metaphone 알고리즘이라고 고려된다. 중급이상의 데이터 베

이스에서 저장된 모든 이름들을 6734 개의 Soundex key 로 분류한다는 것은 

동일한 값의 단어가 나올 확률이 (데이터 건수/6734)의 확률로서 너무 높

기 때문이다.  

4.1.3  Minimum Edit Distance 

사용자의 입력 행위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타입핑 에러는 매우 

빈번한 에러로서 이를 수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Mininum Edit Distance 

알고리즘 [Ver88]이 있다.   이 알고리즘은 키보드 글쇠간의 거리(edit 

distance)를 기반으로 하여서 개발된 알고리즘이며 몇 개의 삽입, 삭제, 

대체 혹은 변환 과정이 있고, 이를 사용하여 오타를 정타로 수정한다. 

Damerau 가 스펠링 에러의 80 퍼센트는 글쇠간 거리가 1 글쇠에 지나지 않는

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로, 그 이론을 기초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라서 Damerau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리운다 [Ver88].  

이 알고리즘의 원리는 키보드 거리상의 근접성을 근사 매치 후보 순

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larj’로 입력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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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을 때에 데이터 베이스내의 후보 단어들이 ‘clare’와 ‘clark’가 발견되

었다고 한다면, 알고리즘상의 처리 과정에서 보았을 때에 ‘clark’은 ‘clare’

보다 더욱 근사 매치에 가깝다. 왜냐하면 키보드상에서 거리를 보아 ‘j’와 

‘e’와의 거리보다 ‘j’와 ‘k’의 거리가 더욱 가깝기 때문이다. 

이 알고리즘도 디렉토리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위

에서 언급한 Soundex 나 Metaphone 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용자의 타이핑 

실수를 교정하여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퍼티 값

에 타이핑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연구에서는 모든 가능한 알고리즘을 포함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연구의 편의상 Mininum Edit Distance 알고

리즘은 설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4.1.4  Bickel 알고리즘 

Bickel 은 유니그램 확률(unigram probabilities)에 기반을 둔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Bic87]에 잘 묘사되어 있다. Bickel 알

고리즘의 기초는, 글자의 희소성에 따라서 글자들에 서로 다른 무게

(weight)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희소성이 높을 수록 전달하는 정보의 양

이 많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예를 들어 ‘Q’나 ‘Z’등과 같은 글자들

이 자주 사용되는 ‘A’, ‘S’ 같은 글자들 보다도 더욱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이 글자의 무게(weight)에 관한 표는 표 4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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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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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Bickel 코드 

Soundex  알고리즘의 경우와 같이, 두 개의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서로 같아야 매칭을 시작한다. 한 글자가 여러 번 연이어 반복되면 하나의 

글자로 간주한다. 이름들의 상대적 길이와 글자 순서는 무시된다.  

 

 

 

 

 

                        그림 6.  Bickel 알고리즘의 보기  

다음은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사용자가 Baker 라고 입력

했고 데이터 베이스에서 Barker 와 Baxter 그리고 Bakefield 가 발견되었다

고 하자. 근사값의 한계치는 입력된 Baker 이름의 모든 무게를 더한 값 23 

이다.  다른 검색된 후보 단어들에 별표(*)로 표시된 문자들은 Barker 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들이다. Barker 의 경우에 모든 문자가 매치되고 있으므

로 Baker 와 같은 (‘R’은 단지 한번도 계산되므로) 근사값의 한계치인 23 을 

BAKER 

6 3 7 3 4 

 

         BARKER       BAXTER        BAKEFIELD 

         * * * * * *       * *   * *        * * * *  * 

         6 3 4 7 3        6 3    3 4        6 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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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axter 는 근사값 16 을 갖고,  Bakefield

는 19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Barker 가 가장 근사치의 매치로 판단된다.  

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매칭과 함께 얻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로 검

색결과에서 여러 개의 매치가 존재할 경우에,  근사값(Likeness value)을 

사용하여, 후보 매치들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는 점이다. Soundex 나 

Metaphone 의 경우에는 매칭의 결과가 참/거짓(TRUE/FALSE)로만 나왔으나,  

Bickel 알고리즘은 우선 순위를 할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근사값의 연산은 Bickel 알고리즘을 Soundex 나 

Metaphone 보다 연산 부담이 높은 알고리즘으로 만든다. 그 첫째 이유로,  

이미 언급하였듯이 Soundex 나 Metaphone 은 미리 사전 연산이 가능하므로 

실제 매칭에는 연산의 부담을 덜 수가 있다. 둘째로 Soundex 나 Metaphone

에서 사용되는 짧은 스트링 비교는 Bickel 알고리즘의 근사값 비교보다 훨

씬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Soundex 나 

Metaphone 보다 더 좋은 매칭 결과를 준다고 하더라도, 대형의 데이터 베이

스 환경에서 쓰일 수 없는 리스펀스 타임(response time)을 낼 수 있는 위

험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Bickel 알고리즘이 트레이더에 적용

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4.1.5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 

WWW 검색의 근사 매칭 알고리즘들은 인터네트에서 웹 검색 엔진들이 

광범위한 웹문서 형식의 자원을 검색함에 따라서 검색폭의 조절 기능에 대

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ODP 트레

이더의 프로퍼티 매칭에 필요한 근사 매칭 알고리즘 역시 이러한 검색폭의 

조절이 중요한 기능이다. 이 절에서는 웹검색 엔진의 근사 매칭 알고리즘

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서 시소러스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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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on 은 검색 대상에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정비된 용어로 변환

하여 정립하여 두었다가 검색에 사용하는 것이 시소러스의 원리라고 했다. 

시소러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렇게 서로 연결된 개념을 사용하여 용어의 

생산자와 사용자사이에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다. 이것을 시소러스의 용어 통제 목적이라고 한다 [IR90a]. 

시소러스는 용어의 통제 목적 이외에도 탐색어의 확장이나 축소를 통

해 검색폭을  조절하는 데 사용한다. 질의자가 적당한 크기의 응답을 갖도

록 올바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검색으로 

받아 들일 것 인가를 미리 알 수가 없다. 만약 질의가 너무 광범위하면 다

루기 힘든 많은 양의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너무 협소하면 너무 적은 양

의 정보를 받게 될 것이다. 즉, 용어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하여 두었다가 

검색시에 사용자의 의도대로 포괄적인 탐색을 하거나 또는 한정된 탐색을 

하도록 사용함으로써 검색정보의 폭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다.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용어간의 상호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

한 작업이다.  특정한 규칙에 따라 통제되어 표준화된 용어는 상호간의 어

의적 관계(동등관계, 계층관계, 연상관계)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용어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

로 동등관계는 USE 와 UF(used for), 계층관계는 NT(narrow term)와 

BT(broader term), 그리고 연상관계는 RT(related term)로 표기하여 처리

한다.  

이 가운데에서 동등관계만을 예와 함께 설명하면 주로 USE 및 UF 참

조로서 표기된다. USE 참조는, 동의어 처리(예: Continuous learning USE 

lifelong learning), 유의어 처리(예: Intemperance USE Temperance), 상

이한 철자어 처리(예: Colour USE Color), 상이한 어순 처리(예: 

Linguistics descriptive USE Descriptive linguistics), 약어 및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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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처리(예: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USE ISO), 번역어 처리

(예: 컴퓨터 USE 전자계산기)에 사용된다.  

시소러스 기반의 알고리즘은 검색폭 조절 기능면에서 다른 알고리즘

들보다 효과가 높다. Soundex 나 Metaphone 이나 Bickel 과 Damerau 알고리

즘과 같이 일정한 알고리즘 로직(logic)이 있어서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시소러스 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얼마든지 다양한 종류의 스트링들을 검

색을 할 수 있고, 또한 검색폭도 조절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현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업데이트(update)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은 유지보수의  비용상의 문제가 따르므로 단점이기도 하다.  

4.2  알고리즘의 선택 

본 연구에서는 ODP 트레이더 [ISO94]에서 근사 매칭 알고리즘을 ODP 

트레이딩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X.500 이나 WWW 에서 그 해결 방

법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X.500 분야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을 조사한 이유는 검색 서비스

의 형태가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ODP 트레이딩 서비스는 옐로우 페이지 방

식의 디렉토리 서비스라고도 한다.  화이트 페이지(White page)방식의 디

렉토리 서비스인 X.500 에서 사용되는 근사매칭 알고리즘은 옐로우 페이지 

방식의 디렉토리 서비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왜

냐하면, 화이트 페이지 서비스는 이름을 키워드로 하고 있고, 옐로우 페이

지 서비스는 서비스 어트리뷰트를 키워드로 하고 있을 뿐, 모두 같은 서비

스 검색 방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WWW 검색 엔진에서 사용중인 근사 매칭 알고리즘들을 조사한 이유는 

트레이더와 웹검색 엔진의 근사 매칭 알고리즘 사용 목적상의 유사성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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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검색엔진의 근사 매칭 알고리즘의 사용목적 가운데 주된 목적은 

검색폭의 조절이다. 웹에서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데이터 량”이 문제

가 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퍼티 근사 매칭 역시 트레이더의 서비스 검색폭

을 넓히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프로퍼티 매칭 알고리즘으로 Metaphone 과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트레이더의 서비

스 프로퍼티 값 가운데에서 스트링(string)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이름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름(고유명사)이 사용되는 경우에 가

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동일한 이름을 개별적 주체(사람이나 인공지능)

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기하는 표기상의 개별성 문제일 것이다. 이러

한 고유명사의 근사 매칭 분야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이 Soundex 와 Metaphone 이다. 

다음으로 프로퍼티 매칭 알고리즘으로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

즘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알고리즘이 의미 처리가 가능하

고 검색폭의 조절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프로퍼티 값을 서비

스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 의미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므로 트레이더의 서비스 검색에 의미 처리가 가능하고 검

색폭을 조절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이다.   

4.3  적용과 설계 

서비스 타입을 관리하는 타입 매니저 오브젝트 모듈은 한 모듈로 

트레이더에 함께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 모듈로 분리될 수도 있다. 이 논

문에서는 트레이더와 타입 매니저 모듈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다고 간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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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트레이더의 구조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트레이더 구조 가운데에서 매칭 알고

리즘의 위치를 알기 위하여, 전체적인 트레이더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자. 

그림 7 에서는 트레이더의 모듈들을 보였다 [Gom94]. 

 

 

 

 

 

 

 

 

 

 

 

 

                     그림 7.  트레이더의 모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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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케이션 인터페이스(invocation interface)는 트레이더에 처음으

로 도착하는 트레이더 작동 요청이다. 이것들은 다음 세가지 범주에서 포

함된다.  

? 서비스 오퍼를 등록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서버들의 요청. 

? 서비스 오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요청. 

?  트레이더 구성의 특정한 측면을, 특히 다른 인터워킹

(interworking)된 다른 트레이더들로의 링크들, 관리하기 위하여 트

레이더 관리자로 부터의 요청. 

Offer Management 모듈은 새로운 서비스 오퍼를 트레이더에 등록하고 

삭제하는 오퍼레이션들(operation)을 실행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기준(criteria)에 의해서 서비스 오퍼를 찾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정

의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실행한다.  

Type Management 모듈은 다른 모듈들로부터 분리되어 기능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문제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하여(타입 매니저

가 주요 논점이 아니라 프로퍼티이므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엔지니어링 

뷰포인트(engineering viewpoint)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른 모듈과 함께 존

재한다고 보여 진다. 타입 정의(type definition)를 추가하는 동작, 삭제

하는 동작, 리스트하는 동작, 그리고 호환성 체킹을 위한 비교(match)하는 

동작을 한다.  

Property/Constraint Management 모듈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

즘들이 삽입될 모듈로서 새로운 프로퍼티의 정의와 그것들의 허용되는 값

들의 정의 그리고 프로퍼티 값의 비교(matching)을 지원한다.   

Federation 모듈은 다른 트레이더와의 협력을 다룬다. 다른 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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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링크를 설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트레이더 관리자에 의하여 사용

되는 오퍼레이션도 이 모듈에서 처리된다. 

DataBase Access 모듈은 서비스 오퍼의 레포지토리에 접근을 다룬다. 

디자인 뷰포인트(design viewpoint)에서 보았을 때에 이 모듈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트레이더 소프트웨어의 나머지 부분과 DBMS 와의 사이에 호환

성 계층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4.3.2  매칭 알고리즘의 적용 

이 장에서는 선택한 근사 매칭 알고리즘들을 ODP 트레이더에 적용한 

모델을 설명하고 그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체적인 

트레이더  모듈 가운데, 타입 체킹이 끝난 서비스들의 프로퍼티 매칭을 하

는 매칭 모듈 에만 변화가 있고 나머지 모듈들에는 변화가 불필요하다. 그

러므로, 나머지 모듈 설계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음 설계들에서 제시하는 그림 8 - 10 은 그림 7 의 전체 트레이더 

설계에서 Property/Constraint Management 모듈 내부에 해당되며 그 가운

데에서도  Match(프로퍼티 비교) 처리 부분의 설계만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Property/Constraint Management 모듈 내부에는 호출된 프로퍼티

에 대하여 신텍스를 체크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Parser, 그리고 특

정한 종류의 오퍼레이션인가에 따라서 적절히 수행할 모듈을 부르고 각종 

파라미터를 넘기는 Coordinator 가 있다. 그림들(그림 8 - 10)에는 

Coordinator 모듈과 Match 모듈과 적용되는 알고리즘 모듈만이 제시된다. 

4.3.2.1  Metaphone 을  사용한  설계  

프로퍼티 값으로 이름(고유명사)이 사용되는 경우에 Metaphone 알고

리즘이 적절하며 (4.1.2 참조) 다음과 같이 Metaphone 을 사용하여 근사 매

칭을 지원하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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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 전체적인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본 설계에서 변화가 필요

한 부분은 다만 Match 처리 모듈에만 Metaphone 알고리즘 처리 모듈에 대

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Metaphone 코드 생성기(Code 

Generator) 모듈을 추가하였다  

 

 

 

 

 

              그림 8.  Metaphone 코드 생성기를 추가한 Match 

Match 모듈은 중재기(Coordinator) 모듈로부터 호출되며 임포터의 매

칭 기준(Criteria)과 익스포터가 등록한 프로퍼티 리스트(PropertyList)를 

변수로 넘겨 받는다. 임포터의 매칭 기준(Criteria)에서 하나의 프로퍼티

값를 읽어서 그것을 변수로 Metaphone 코드 생성기를 호출하고 프로퍼티의 

Metaphone 코드를 리턴받는다. 그리고 익스포터가 익스포팅한 프로퍼티 리

스트(PropertyList)를 변수로 역시 Metaphone 코드 생성기를 호출하여  

Metaphone 코드를 리턴받는다. Metaphone 코드 생성기로부터 리턴받은 두 

개의 Metaphone 코드를 스트링 비교(match)한 후 매칭 결과를 논리값

(Boolean)으로 중재기로 리턴한다. Match 모듈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Coordinator Match 

Metaphone Code 

generator 

CORBA::Boolean  Match(const  ObjTrader::PropertyList&  properties, 

                       const  ObjTrader::PropertyList&  criteria); 



 

34

Metaphone Code Generator 는 Match 모듈로부터 프로퍼티 값을 입력

으로 받아서 Metaphone 알고리즘으로 Metaphone 코드를 생성하여 그 값을 

리턴한다. Metaphone 코드 생성기(Metaphone Code Generator) 모듈의 선언

은 다음과 같다.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원칙적으로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의 검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프로퍼티의 값을 Metaphone 코드

값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3.2.2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한  설계  

 프로퍼티 값에 의미처리를 하여 근사 매칭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그림 9 와 같이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한 트레이더를 설계

하였다. 

  

 

 

 

 

                       그림 9. 시소러스를 사용한 Match 

Match 모듈은 중재기(Coordinator) 모듈로부터 호출되며 임포터의 

매칭 기준(Criteria)과 익스포터가 등록한 프로퍼티 리스트(PropertyList)

Coordinator Match 

Thesaurus 

 ObjTrader::MetaphoneCode  Metaphone_Code_Generator( 

                              (const char *)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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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수로 넘겨 받는다. 임포터의 매칭 기준(Criteria)에서 하나의 프로퍼

티값을 읽어서 그것을 변수로 시소러스(Thesaurus)를 호출하고 프로퍼티의 

시소러스 스트링들을 리턴받는다. 그리고 시소러스로부터 리턴받은 시소러

스 스트링과 익스포터가 익스포팅한 프로퍼티 리스트(PropertyList)의 프

로퍼티값을 서로 스트링 비교한 후 매칭 결과를 논리값(Boolean)으로 중재

기로 리턴한다. Match 모듈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시소러스(Thesaurus)는 Match 모듈로부터 프로퍼티값을 변수로 호출

된다. 호출된 시소러스는 프로퍼티값을 색인어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시소러스 스트링(ThesaurusStings)을 리턴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색인어 탐

색 기법은 해쉬 기법을 사용한다. Thesaurus 모듈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4.3.2.3  혼합  사용한  설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Metaphone 알고리즘은 스트링의 스펠링

(spelling)처리 분야에서 근사 매칭을 지원하고, 시소러스기반의 검색 알

고리즘은 스트링의 의미처리로서 근사 매칭을 지원한다. (물론, 시소러스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철자 교정 시소러스를 구성할 경우에 스펠링처리도 

가능하다.) 한 개의 알고리듬으로 모든 프로퍼티 종류를 효율적으로 지원

하는 근사 매칭을 할 수 없으므로, 복수개의 알고리즘의 혼합 사용이 요구

된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여러  종류의 프로퍼티를 근사 매칭하는 트레이

더를 설계하고자 한다. 

ObjTrader::ThesaurusStrings  Thesaurus( 

                              (const char *) name); 

CORBA::Boolean  Match(const  ObjTrader::PropertyList&  properties, 

                      const  ObjTrader::PropertyLis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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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 모듈은 중재기(Coordinator)로부터 호출되며 임포터의 매칭 기

준(Criteria)와 익스포터가 등록한 프로퍼티 리스트(PropertyList)를 변수

로 넘겨 받는다. 임포터의 매칭 기준에서 하나의 프로퍼티값과 프로퍼티 

모드를 읽는다. 프로퍼티 모드에 따라서 알고리즘 파싱(parsing)을 결정하

고, 프로퍼티값을 변수로 알고리즘을 호출한다.  알고리즘으로부터 스트링

들을 리턴받는다. 다음으로 익스포터가 익스포팅한 프로퍼티 리스트

(PropertyList)를 변수로 역시 프로퍼티 모드를 읽어서 알고리즘을 결정하

고, 프로퍼티값을 변수로 해당 알고리즘을 호출한다. 해당 알고리즘으로부

터 스트링들을 리턴받는다. 그리고 알고리즘들로부터 리턴받은 두 개의 스

트링을 스트링 매칭하여 그 결과를 논리값(Boolean)으로 리턴한다.  

 

 

 

 

 

                        그림 10.  혼합 사용한 Match 

모드해석기(Mode Decorder)는 프로퍼티 모드를 읽어서 어느 알고리즘

을 호출해야 하는 지 적절한 알고리즘으로의 파싱을 결정한다. 프로퍼티 

모드의 구조는 표 5 와 같다. 예를 들어, 모드해석기가 해당 프로퍼티의 모

드가 Metaphone 모드로 해석할 경우에 Metaphone 코드 생성기로 파싱한다. 

또한 모드해석기가 프로퍼티 모드에 Thesaurus 모드를 해석할 경우에는 마

찬가지로 Thesaurus 로 파싱하게 된다. 

Coordinator 

Match 

Thesaurus 
Metaphone Code 

Generator 

Mode D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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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러스(Thesaurus)와 Metaphone 코드 생성기의 구조는 4.3.2.1 

Metaphone 을 사용한 설계와 4.3.2.2 의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한 설계와 동일하다.  

 

 

 

 

 

 

 

 

                        표 5.  프로퍼티 모드의 구조 

 

 

 

 

 

 

Property Mode Meaning 

Normal 

Fixed_read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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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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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현 및 성능 분석 

5.1 구현  

구현을 위하여 알고리즘을 적용할 기존의 트레이딩 환경으로서는 

이재승의 1997 년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WW 에서의 

CORBA 기반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 [Ljs97]’에서 발표한 교통 수단 결

정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5.1.1  적용한 기존 트레이더 환경 소개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이란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를 사용한 예제 

어플리케이션의 하나로서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테스

트하기 위한 것이다. 여행자들이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 공급자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느 

교통 수단이 적합한 지를 알고 싶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트레이딩 서비스를 응용한다면 사용자들은 각 교통 수

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안내 시스템이 어느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 

등의 정보를 모르고 또한 어느 교통 수단이 가장 알맞은 지를 모르는 상황

에서, 자신의 요구 사항만 입력하는 것으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교

통수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운송회사에서는 버스, 택시, 비행기 등 자기 회사에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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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버를 교통 수단, 제공 회사 이름, 

정차 가능한 목적지, 버스등급과 소요 금액 등과 함께 트레이더에게 익스

포트시켜 놓는다. 사용자는 자기가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서버가 해당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부담할 수 있

는 금액의 범위를 프로퍼티 리스트로 사용하여 요청하면 임포터는 사용자

의 요구에 맞는 교통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를 트레이더를 통해 

소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는 교통 수단을 

알아낼 수 있고 해당 서버로부터 그 교통 수단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출발

시간과 정확한 총소요 금액 등)를 얻어내어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BC bus Co.라는 회사가 버스라는 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경주, 부산, 대구까지 다니며 단위거리당 소요 금액을 10000 원이라고 할 

때, ABC bus Co. 회사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라고 프로퍼티값을 입력하고 익스포트를 요청하면,  익스포터는 이

를 오브젝트 트레이더에게 익스포트한다. 그리고 난후, 사용자가 웹브라우

저를 통해  

   

이라고 제약 조건(Criteria)을 입력하여 임포트를 요청하면, 교통 수

단 정보 획득 오브젝트는 이 조건을 가지고 트레이더에게 임포트를 요청하

고, 위의 ABC bus Co. 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 수단 안내 시스템이 익

 transport=bus 

 company=ABC bus Co. 

 dest=Taegu 

 fare=10000 

 speed-class=express 

 dest=Taegu  fare>8000  fare<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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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한 프로퍼티 리스트와 매치되므로 트레이더는 ABC bus Co.라는 회사

의 교통 수단 안내 시스템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교통 수단 정보 획

득 시스템에 넘겨주고 교통 수단 정보 획득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 레퍼

런스를 통해 해당 교통 수단 정보 시스템에 바인드(bind)하여 총소요 금액

과 출발시간등에 관한 정보를 얻어 낸 다음 이 내용을 웹브라우저에게 전

달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다.  

구현한 시스템의 하드웨어적 환경은 트레이더가 작동한 시스템은 

Solaris 2.5 [Sun97]를 탑재한 SunSparc 워크스테이션 Ultra sparc 1 머신  

[Sun97]이고, 임포터와 익스포터가 작동한 머신은  Solaris 2.4 를 탑재한 

Sun Sparc 20 [Sun97]모델이다.  

구현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 환경으로는 OrbixWeb 2.0 [Orweb]이 

사용되었고, 기존 트레이더가 WWW 환경에서 구현되었으므로 사용자 인터페

이스 환경을 위하여 Java [Jav97]가 사용되었다. 알고리즘을 구현한 프로그

램 오브젝트들은 C++ 언어를  사용하였다.  

5.1.2  Soundex 과 Metaphone 을 사용한 구현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의 프로퍼티 리스트중에서 스트링으로 고유명

사를 사용하는 프로퍼티 네임(Name)들에는 dest 가 있다. 이 프로퍼티에 대

하여 Soundex [Knu73]와 Metapho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트레이딩 서비스

를 구현하였다.  

다음에는 그 구현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용

자가 그릇된 입력으로 dest=Taegu 를 다음과 같이 dest=Daegu 로 웹브라우

저에서 입력하였다고 하자. 

         
 dest=Daegu  fare>4000  fare<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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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매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확한 매치를 이루는 경우들

만을 찾아 줄 것이므로 사용자는 서비스를 검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근사 매칭을 이루는 경우에는 Metaphone 의 경우에는 Taegu 라는 정상적인 

이름의 결과와 함께, 다음 그림 11 과 같이 Daegu 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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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Metaphone 구현의 트레이딩 서비스 결과  

5.1.3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한 구현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의 프로퍼티 리스트중에서 스트링으로서 일반명

사나 추상명사를 사용하는 프로퍼티 네임(Name)들 가운데에 ‘speed-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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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림 12. 시소러스기반의 검색 알고리즘 구현의 트레이딩 서비스 결과 

이 프로퍼티 값에 대하여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근사 

매칭을 구현하였다. 앞에서 (4.1.5 참조) 언급하였듯이 의미의 관계 확장



 

44

은 세 가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동등관계 하나만을 구현하였다. 그리

고 실제 시소러스 데이터 베이스는 Wordnet [Wor93]를 사용하였다. 구현의 

결과로서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다음

과 같이 웹브라우저에서 입력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 speed-class=high 의 동의어 관계 시소러스를 사용하여 

위의 그림 12 와 같은 근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사용자가 speed-class=express 가 아닌 speed-clas=high 로 잘못 입력

하였지만,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의 결과(RESULT)에는 speed-class=express

에 관련한 결과가 디스플레이 된다.  

5.1.4  혼합 사용한 구현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라고 입력한 경우에 다음 그림 13 과 같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다. 사용

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dest=Daegu 라는 오류로 입력하였고, 역시 

speed-class 에 있어서도 speed-class=high 라고 입력하였다. 그러나 

Metaphone 알고리즘에 의하여 Daegu 는 Taegu 와 매칭되었고, 시소러스기반 

검색 알고리즘에 의하여 high 는 express 와 매칭되었다.  

 dest=Taegu  speed-class=high  fare>4000  fare<6000 

 dest=Daegu  speed-class=high  fare>4000  fare<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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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혼합 사용한 구현의 트레이딩 서비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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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성능 분석 

5.2.1  Soundex 와 Metaphone 을 사용한 구현의 이론적 분석 

Soundex 나 Metaphone 은 알고리즘을 구현한 소스코드 내에서 

iteration(예: for 문) 루프문 한 개로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Big-Oh 

표기법 [Alg92]으로 나타내면 두 알고리즘 모두 O(N)이 된다. 여기서 N 은 

문제크기로서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문자의 개수이다. 

Soundex 는 재현율(recall) [Inr92] 면에서 뛰어난 알고리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디렉토리 서비스에 Soundex 를 사용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Soundex 가 재현율 면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주지만, 그러나 종종 엉뚱한 결

과를 주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Soundex 의 가장 큰 약점이며,  

Kukich 가 말했듯이, Soundex 의 알고리즘이 너무 조악(coarse-grained)하

다는 것이다  [Kuk92]. Soundex 가 일반적으로 좋은 재현율을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조한 정도율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많이 취한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key 스페이스가 작다는 데에 있다. key 

스페이스가 네 개의 key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에는 26*6*6*6 이고 

세 개의 key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인 경우에는 26*6*6 이고, 두 개의 key 문

자로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에는 26*6 이고, 한 개의 key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에는 26 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부를 합한 전체적인 key 스페이

스(key space) 크기는 6734 개에 불과하다. 이것은 데이터 베이스 사이즈

가 중급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6*6*6*6) + (26*6*6) + (26*6) + 26 = 6734 key spaces  

Soundex 에서 모음과 연자음을 무시하는 것도 재현율을 높이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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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만, 이것 역시 너무 관대한 검색이어서 때때로 전혀 예상치 않

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름 ‘Seow’는 Soundex 코드로 

‘S’하나에만 매핑되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안에 있는 다른 이름들 예를 

들어 ‘Suuya’, ‘Shaha’ 등과 같은 이름에 매칭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더욱 나쁜 결과로 ‘Fan’이라는 이름과 ‘Fawehinmi’라는 이름은 모두 동일한 

Soundex 코드인 ‘F5’에 매핑되었다.  

다음에는 Metaphone 을 사용한 구현을 기능 분석하였다. Metaphone 의 

key 스페이스(key space)의 크기는 114,840 keys = 22*17*17*17 이다. 네 

자리 문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네 자리 숫자의 곱으로 나타나고, 첫째 글자

의 경우의 수가 22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7 가지 문자만을 처리하기 때문

이다. 소스코드를 통하여 본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Big-Oh  표기법으로 나

타내면 for 루프 문장이 한 개면 가능하므로 O(N)이 된다. 역시 N 은 문제

의 크기로서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문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Metaphone 은 매우 빠르고, 속도면에 있어서도 Soundex 에 견줄 수 있

다. 하지만 key 생성 과정에서 if 체크(check)에 의한 복잡성이 Soundex 보

다 약간은 높으므로 조금 속도를 저하시킬 것은 분명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며, 그러나 key 비교 오퍼레이션의 퍼포먼스는 Soundex 와 같다.   

Metaphone 을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역시 정

확도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재현율을 희생시키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사용자

가 원하는 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올 때가 많다. 이

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Soundex 와 Metaphone 사이에는 정도율과 

재현율에 관련하여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Metaphone 이 영어와 같은 앵글로색슨계 언어에 

편중된 알고리즘이라는 점이다. 한글과 같은 앵글로색슨계가 아닌 언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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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펠링의 처리에 Metaphone 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은 Metaphone

의 커다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5.2.2  시소러스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한 구현의 분석  

본 논문의 시소러스 설계에서 사용한 해쉬 기법은 동적인 해쉬 기법

이다. 동적인 해쉬 기법은 정적인 해쉬 기법에 비하여 연결 리스트와 동적 

할당을 이용함으로 해서 고정적인 해쉬 테이블의 크기보다 큰 자료를 저장

하고 검색할 수 있다 [Alg92]. 동적인 해쉬 기법의 이론적인 성능은 O(1)

의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이 알고리즘의 단점은 시소러스를 작성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시소러스 구축은 그 구축 자체에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새로운 용

어의 발생 등 주변 변화에 따라서 업데이트(update) 해야 하므로, 시소러

스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수동적

인 방법의 시소러스 구축이 아닌 자동적인 생성이 가능한 시소러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5.2.3  혼합 사용한 구현 분석 

이 구현의 알고리즘 복잡도에 있어서 워스트 케이스(worst case)는 

두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고, 베스트 케이스(best case)는 

시소러스기반의 검색 알고리즘만을 사용하면 가능한 경우이다. 복잡도는 

워스트 케이스에는 O(N) + O(1) = O(N) 이 되고, 베스트 케이스에는 O(1)

이 된다.   

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혼합 사용한 구현의 경우가 어느 한 알고리

즘을 사용한 구현 결과보다 많은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알고리즘 조사

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현재 연구되어 있는 알고리즘들의 성격상, 실제로 

상용화된 시스템 설계시에 한 개의 근사 매칭 알고리즘으로 사용자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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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근사 매칭 시스템의 설계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실질적

인 ODP 트레이더에서 근사 매칭의 시스템의 설계는 복수개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되, 프로퍼티 종류에 따라서 선별적인 적용이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5.2.4  AI-Trader 와의 실험적 비교 분석 

 이 장에서는 AI-Trader 에서 지원하는 근사매칭 기능과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Metaphone 과 Thesaurus 를 사용한 트레이더의 근사매칭 기능

을 실험적으로 비교하였다. 비교하기 위한 예제 상황으로는 역시 교통수단 

결정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익스포팅과 임포팅되는 교통수단 서비스가 다

음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다음 그림 14 는 AI-Trader 에서 임포팅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15 는 임포팅하여 매칭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 에서 볼 수 

있듯이 호출된 서비스들의 앞에는 근사치를 나타내는 퍼센트 단위의 숫자

가 표시되어 있다. 호출된 서비스가 적확한 매칭을 이루면 100 퍼센트로 

표시하고, 그 밖의 적확한 매칭을 이루지 못한 서비스들은 100 퍼센트 미

만의 근사도를 표시하여 근사매칭된 서비스임을 나타낸다. 매칭되는 서비

스 타입들의 근사도는 매칭되는 서브노드의 개수를 전체 서브노드의 개수

익스포팅된  서비스: 

     열차서비스:  dest=Taegu, time=2, fare=5000 

     버스서비스:  dest=Daegu, time=2, fare=5000 

     항공서비스:  dest=Taeku, time=1, fare=5000 

     선박서비스:  dest=Busan, time=1, fare=3000 

 

임포팅  기준(criteria):  

     dest=Taegu, time=2, fare=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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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눈 백분율이다. 

  근사매칭 비율(%) =  매칭되는 서브노드수 / 전체 서브노드의 개수 * 

100  

 

               그림 14. AI-Trader 에서 임포팅 기준 

 

               그림 15. AI-Trader 에서 매칭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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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4 와 그림 15 에서 알 수 있듯이, 버스회사가 익스포팅한 서비스

는 dest=daegu 프로퍼티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개

(time=2, fare=5000)의 프로퍼티가 매칭되므로 67 퍼센트의 근사매칭율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AI-Trader 는 특정한 프로퍼티의 프로퍼티값

(property value)에 대한 매칭이 적확한 매칭이 않될 경우에는 그 포로퍼

티를 근사도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그리고 적확한 매칭이 않되는 프

로퍼티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퍼티들로 근사도를 계산한다. 그러나 

Metaphone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프로퍼티값이 적확한 매칭이 않되더라도 

포로퍼티값에 대한 근사매칭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므로 근사매칭의 폭을 더

욱 넓힐 수가 있다. 다음 그림 16 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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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Metaphone 을 사용한 트레이더의 호출 결과 

Metaphone 을 사용하여 매칭한 결과이다. AI-Trader 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지만, Metaphone 은 dest=taegu 에 대한 근사매칭을 진행하여 얻을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Metaphone 은 스펠링만을 체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점에서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Metaphone 을 사용한 트레이더에서 만약 

dest=Seoul 으로 익스포트된 서비스가 있다면 dest=capital 임포팅 기준을 

입력하여서 근사매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그림 17 과 그림 18 의 시

소러스를 사용한 트레이더에서는 그러한 스펠링만의 근사매칭의 제약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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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  

              그림 17. 시소러스를 사용한 트레이더의 익스포팅 

 

있다.  

 

         그림 18. 시소러스를 사용한 트레이더의 임포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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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ODP 트레이더 [ISO94]에서 서비스 프로퍼티 정의의 원래 목적은 서비

스 분류(service categorization) 기능을 강화하는 유연성있는 수단을 제

공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퍼티에 대한 매칭에서 기존의 적확한 매칭에서 탈

피하고, 근사 매칭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 검색의 폭을 넓힘으로써, 서비

스 분류 기능을 강화하는 유연성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서비스  프로퍼티 매칭에 Metaphone 과 시소러스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근사 매칭 알고리즘으로 사용하여 설계하고 구현됨을 보였으며, 그 결과의 

이론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AI-Trader 와 실험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Metaphone 이나 시소러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프로퍼티값에 대하여 근사매

칭을 함으로써 근사도를 더욱 상세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과제로는, 인터워킹(interworking)된 트레이더 환경에서 근사 

매칭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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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Metaphone 코드 

 

 

 

 

 

 

 

 

 

 

 

 

 

 

Letter Code Conditions 

If first letter 

Otherwise 

 

No code if -SCE-, -SCI- or -SCY- 

If -CIA- or -CH- 

If -CI-, -CE-, -CY- 

Otherwise 

If in -DGE-, -DGI-, -DGY- 

Otherwise 

If first letter 

Otherwise 

 

No code if in -GH- and not at end or before a vowel 

If in -GN or -GNED, or if in -DGE-, -DGI-, -DGY- 

If before I, or F, or Y and not GG 

Otherwise 

Silent if after vowel and no vowel follows 

Silent if after C, G, P, S, T 

Otherwise 

If first letter  

Otherwise 

 

A 

 

B 

C 

 

 

 

D 

 

E 

 

F 

G 

 

 

 

H 

 

 

I 

 

J 

A 

N/A 

B 

N/A 

X 

S 

K 

J 

T 

E 

N/A 

F 

N/A 

N/A 

J 

K 

N/A 

N/A 

H 

I 

N/A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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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페이지에 계속 

 

 

 

 

 

 

 

 

 

 

 

 

 

 

 

 

Letter Code Conditions 

No code if after C 

Otherwise 

 

 

 

If first letter 

Otherwise 

If before H 

Otherwise 

 

 

If before H or in -SIO- or -SIA- 

Otherwise 

If -TIO- or -TIA- 

If before H 

Silent if in -TCH- 

Otherwis e 

If first letter 

Otherwise 

 

Silent if not follow by a vowel 

Otherwise 

 

Silent if not followed by a vowel 

Otherwis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N/A 

K 

L 

M 

N 

O 

N/A 

F 

P 

K 

R 

X 

S 

X 

Zero 

N/A 

T 

U 

N/A 

F 

N/A 

W 

KS 

N/A 

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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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비스 템플릿으로 사용된 개념 노드 타입과 관계 노드 타입 

 

 

 

 

 

 

 

 

 

 

 

 

 

 

 

DYNAMIC-ATTRIBUTE 

EVAL-CALLBACK 

ANNOTATED-BY 

Node type Name Description 

Concepts SERVICE-TYPE 

INTERFACE-TYPE 

PROPERTY-TYPE 

SIGNATURE 

Relations CONSISTS-OF 

IN-PARAMETER 

OUT-PARAMETER 

INOUT-PARAMETER 

STATIC-ATTRIBUTE 

모든  서비스는  이  개념  타입의  인스턴스가  되

고 , 다음과  같은  하위  개념  노드들에  의해  설

오퍼레이셔널  동작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설

서비스  프로퍼티  타입은  이  개념  타입을  경유하

여  서비스  타입에  접속된다 . 

각  인터페이스  타입의  메소드는  시그너처  개

념  노드의  인스턴스로  설명된다 . 

인터페이스 /서비스  프로퍼티  타입을  서비스  타입

으로 , 시스너처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매핑한다 . 

메소드의  입력  변수에  연결된다 . 

메소드의  출력  변수에  연결된다 . 

메소드의  입 /출력  변수에  연결된다 . 

서비스  프로퍼티  타입의  모든  정적  프로퍼티

서비스  프로퍼티  타입의  모든  동적  프로퍼티  나

동적  속성를  위한  evaluation callback 을  지칭한

내장된  개념  그래프  형태의  서비스  타입의  비

정형적인  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