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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회원

정보검색 기술의 황과 발 방향

한국정보통신 학교  맹성
*

1. 서  론

정보검색 기술은 거의 40년 부터 미국 코넬 학의 

Salton과 국 임 리지 학의 van Rijsjbergen  

Sparck Jones 등 창기 선구자들을 심으로 기 가 

세워지고 ACM에서는 약 30년 에 SIG(Special 

Interest Group)로 인정 받은 후 독립된 학문 분야로 

꾸 히 발 되어 왔다. 1968년에 출간된 Salton의 책

[1]에서는 정보검색을 “정보의 구조, 분석, 조직, 장, 

탐색(searching), 검색(retrieval)에 한 분야”로 정

의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질의응답 시스템도 포함

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더불어 디지털화된 텍스트의 양이 증하고 

정보 형태  정보에 한 요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1990년에 들어 정보검색에 한 심은 폭발 으로 증

가하 고, 웹 서치 엔진이 등장하면서 일반 에게도 

리 알려지게 되어 독립된 검색 엔진으로서 혹은 지식

리 시스템이나 스팸메일 필터와 같은 다양한 지식정

보 시스템의 요소 기술로서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 정보검색 기술에 한 연구 개발이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

검색이 텍스트 검색 혹은 문서 검색으로 간주되는 상황

에서 바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한국어처리와 련된 

문제이었기 때문에 문서의 색인을 한 형태소 해석 기

술의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집 되었다. 이후 웹 

검색 엔진의 상업화 바람에 힘입어 색인, 장, 검색 결

과 랭킹과 같은 기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에 격한 

발 이 이루어졌으나, 상업화에 치 한 결과 첨단 기술 

개발은 등한시되었고 연구활동이 언어처리 혹은 데이터

베이스 기술의 한 역으로서 수행되어 집 인 핵심 

첨단 기술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몇몇 연구자

들이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집 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분야의 핵심

에서 선도 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논문의 목 은 이러한 시 에서 정보검색 기술에 

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이 분야를 이해하고 발 방향을 

측하여 국내에서의 정보검색 기술 개발  활용이 보

다 체계 으로 이루어지도록 일조하는데 있다. 기술의 

발 방향을 측하는데 있어서의 객 성을 최 한 유지

하기 해 2002년 말에 미국 ARDA의 후원으로 매사

추세츠 학에서 열린 미래 정보검색 기술개발에 한 

워크샵의 토의 내용[2]을 반 하 다. 

2. 정보검색 분야 별 기술 황

2.1 검색 모델

검색 모델은 검색 로세스  여기에 여하는 엔티티 

(문서 내용, 질의, 사용자 등)를 어떻게 표 하는가를 

결정하므로, 검색기의 기능  성능에 직 인 향을 

다. 즉 사용자의 질의가 찾는 정보를 개략 으로 표

하고 있고 문서의 내용도 색인 형태로 개략 으로 표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검색 로세스는 원천 으로 불확실

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검색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정보검색 모델은 찾아야 할 정보를 명확히 기술

할 수 있는 질의어를 가지고 있는 정형데이터 검색용 데

이터베이스 분야와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보여 다.

기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고 재 웹 서치 엔진에서

도 반 되고 있는 불리언 모델은 질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집합을 구성한 후 불리언 연산자를 사용하

여 다수의 집합을 통합한 후 최종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모델이다. 그 후 1970년 에 소개되어 꾸 히 발 되

어 온 벡터공간 모델은 재까지도 많은 시스템에서 사

용되고 있는 모델로 색인어로 이루어진 좌표 공간에서 

문서와 질의를 벡터로 표 한 후 그 벡터 간의 유사도에 

의해 검색 결과를 결정하고 랭킹한다. 

검색 모델에 있어서 이론 으로 가장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률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질

의에 해 특정 문서가 할 확률을 구해서 문서를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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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하는 방법에 기 를 둔 이 모델은 오랜 동안 연구가 

되어 왔는데, 모델에 출 하는 확률값  라메터를 어

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진다. 1990

년도 반에 개발된 추론망 기반 모델[3]과 1990년도 

반에 개발된 포아송 분포 기반 랭킹 모델[4]은 모두 

TREC(Text Retrieval Conference)의 평가 회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한 최근에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모델(Language Model)[5]

도 문서와 컬 션의 통계량을 체계 인 방법으로 반 하

는 확률 기반 모델의 하나로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나 검

색 기능을 포함해야 하는 미래의 검색 시스템 개발에 가

장 한 모델로 각 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퍼지(fuzzy)집합 기반 모델[6], p-norm 

모델 [7], 개념그래  (conceptual graph) 기반 모델

[8], 논리 기반 모델[9], 잠재의미색인 모델[10] 등 검

색 상  목 에 따라 다양한 검색 모델이 제시되었

다. 정보검색 로세스  엔티티를 보는 에 따라 

제안된 이 모델들은 나름 로의 장 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재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 형태  검색 태스

크를 만족시키기 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

다. 체계 인 검색 모델 없이 필요한 기능이 주먹구구식

으로 기존 시스템에 반 된다면 그 성능을 측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확장  성능 향상에도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2 색인  장

정보검색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모두 비정형성을 가지

고 있다. 즉 DBMS에서와 같이 테이블 형태 등으로 구

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상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나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그 

내용을 변하는 색인어를 추출하여 효율 인 검색이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정 정보항목을 변하는 색인

어 집합은 그 정보항목의 내용을 충실히 반 하면서 동

시에 다른 항목과의 차별화가 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텍스트를 색인하는 경우 재 정보검색 기술의 수

에서는 개 단어 혹은 구(phrase)를 사용하고 이들을 

총칭하여 용어(term)라고 부른다. 로마자 기반 언어권

에서의 용어 자동추출은 비교  수월하여 단어를 단 로 

할 때의 기술은 부분 이미 안정화되어 있다. 다만 구

를 추출하거나 단어의 의성 해소를 통해 의미단  색

인을 하는 기술의 개발은 아직도 진행 이다. 반면에 

한국어, 국어와 같은 비 어권에서는 텍스트를 분석하

여 형태소와 같은 의미를 가진 최소단 를 추출하는 작

업이 쉽지 않아 아직도 기술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자연언어처리 기술이 가장 많이 공헌하고 있는 분

야이다. 

색인어 추출 외에 고려할 사항은 추출된 색인어의 가

치 계산  장 기술이다. 가 치 계산은 검색 결과 

랭킹 즉 검색 효과에 직 인 향을 주므로 지속 인 

연구가 진행 이다. 부분 용어 빈도(TF: term fre-

quency)와 역문헌 빈도(IDF: 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같이 용어 련 빈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두개의 포아송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 등 새로운 통계량을 

사용하는 방법과 특정 용어가 가지고 있는 구문  역할을 

비롯한 언어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색인어 장 기술은 검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역색

인(inverted index) 구조가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웹 검색의 경우와 같이 용량 자료를 색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역색인 구성 과정과 질의에 

한 검색을 효율 으로 수행하는 기술이 상용 시스템 개

발 과정에서 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역색인 구

성시 일 입출력을 최소화하기 한 기술 혹은 역색인 

검색시 디스크 근 회수를 최소화하기 해 압축/복원 

방법 등은 특히 상용 시스템이나 용량 실험을 한 시

스템 개발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2.3 사용자 시스템 상호작용

웹 서치 엔진을 비롯해서 모든 정보검색 시스템의 검

색 결과에 원하지 않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근본원인

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색인이 원천

으로 문서 내용을 그 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질의가 사용자의 정보 요

구를 제 로 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게 불

충분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가 

매칭 혹은 유사도 계산의 문제이다. 

재의 기술 수 에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보검색의 문제를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이 모두 해결해

야 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의 

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사용자

가 시스템에 자신의 정보 요구를 달하는 채 이 제한되

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증 으로 

시스템에게 원하는 바를 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련된 표 인 기술로 합성 피드백(relevance feed-

back)을 들 수 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자신의 기 

질의에 한 검색 결과를 보고 각 문서에 한 합성 

여부를 표시하면 시스템이 기 질의를 수정하여 다시 

검색을 수행함으로써 한 문서의 수를 증가시키고 

부 한 문서의 수를 이도록 한다. 여기서 요한 것

은 한 문서와 부 한 문서의 내용을 어떻게 분석

하여 기 질의를 어떻게 수정하도록 하는가이며 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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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o의 방법[11]이 표 이다. 사용자의 직 인 

합성 피드백 정보 없이 질의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의사

피드백(Pseudo-feedback) 기술이 개발되었다. 여기서

는 검색 결과  순 가 높은 문서는 일반 으로 합하

다는 가정하에 문단으로 나  상태의 검색 결과에서 상

 문단에 출 하는 개념어의 가 치를 계산하여 차기 

질의에 반 하는데, 이때 지역정보와 역정보를 동시에 

사용하여 계산한다[12].

이 외에 사용자 로 일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간 으로 악함으로써 검색 효과를 향상시키

는 방법이 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 그룹이 가지고 있

는 심사를 용어 형태로 장한 후 시스템에 질의가 입

력되었을 때 이를 심사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써 검색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13]. 이 기술은 재 웹 검색

에 원용되고 있는데 실제 입력된 일반 사용자의 질의를 

일정 기간 수집하여 분석을 한 후 성향을 악하여 인기 

있는 검색어를 추천한다. 개별 사용자가 아닌 체 사용

자 그룹을 모델링 한다는 면에서 매우 단순한 방법이지

만, 나아가서는 특정 검색어(질의)에 해 검색된 문서 

 어느 문서를 사용자가 클릭하 는지를 통계 으로 분

석하여 랭킹을 하는 기술도 개발이 될 것이다.

2.4 웹 검색

웹 서치 엔진 기술  디 토리 기반 정보 서비스 포

탈은 정보검색 분야를 화시킨 요인이 되었고, 일반

인을 한 용량 정보검색 기술을 발 시키는 주요 동

인이 되었다. 웹 서치 엔진의 경우 매우 짧은 질의에 비

해 상 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상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은 링

크  앵커 그리고 추가 인 구조 정보가 있다는 특성을 

반 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하이퍼링크 

정보를 이용하는 페이지랭크 기술은 상업 인 성공을 가

져다 주었다.

웹 검색과 련된 새로운 기술 역으로 크롤링

(crawling) 기술을 들 수 있다. 분산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색인하는 

이 기술은 어느 부류의 문서를 얼마나 빨리 수집하여 검

색 상에 포함시키는가에 우 가 결정된다. 이 기술을 

상업 인 면에서 볼 때 용량의 문서를 수집, 장, 

서비스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엔지니어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요하다. 

웹 검색에 국한되는 기술은 아니지만, 검색 결과 무 

많은 문서가 사용자에게 반환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과부하를 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에 신속하게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각 을 받고 있다. 일반 으로 클러스터링 기술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속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확성을 유지해

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14].

웹 검색의 일환으로 개발된 메타 검색(meta-search-

ing)은 사용자 질의를 웹 서치 엔진으로 보낸 후 검색된 

결과를 받아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기술이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웹 크롤러나 용량 

문서에 한 색인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장 과 효과

인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검색될 

결과를 활용한다는 면이 매력 이긴 하나, 기존 시스템

의 력이 없이는 운 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랭킹과 서로 

다른 문서집합을 통합하여 양질의 단일 결과를 생성하는 

것은 기술 으로 요한 문제이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

제로 남아 있다.

2.5 자동 분류  필터링

텍스트나 멀티미디어 객체를 이미 정의된 범주로 분

류하는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응용을 찾을 수 있

다. 를 들어 자 메일을 스팸 메일과 그 지 않은 메

일로 분류하는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이 응용은 동 으

로 유입되는 문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 선별해 주는 

좀 더 일반 인 필터링 문제와 동일하다. 자동 분류의 

경우 범주의 개수가 매우 많을 수도 있고 웹 포탈의 디

터리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것 같이 범주가 계층 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되었다[15]. 

자동 분류 기술은 부분 지도학습(supervised learn-

ing) 방법을 사용한다. 즉 학습단계에서 이미 범주가 결

정된 정보 항목들로부터 각 범주 별 특성을 표 하는 자

질(feature)을 자동 으로 추출한 후 새로운 항목이 어

느 범주에 속하는 가를 결정하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

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직  각 범주 별 규칙을 생성

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다.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단순 베이지언 (Naïve 

Bayesian) 분류기, k-NN, 결정트리(Decision Tree), 

지지벡터기계(Support Vector Machine) 모델, 벡터

기반 유사도 계산 방법 등이 있는데 이들에 한 비교평

가에서 지지벡터 모델이 일반 인 우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종류나 

규모 그리고 범주의 특성에 따라 각각 장단 이 있어 지

속 인 연구가 요구된다.

자동 분류 기술을 실제 문제에 용하는데 있어서의 

최  걸림돌은 범주가 이미 결정된 학습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이다. 즉 상당한 양의 정보 항목에 한 범주를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정보검색 기술의 황과 발 방향  9

수작업으로 할당해야만 분류기가 작동될 수 있다. 이 문

제를 극복하기 해 클러스터링 방법 등을 이용해 범주

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의사피드백

(pseudo-feedback) 방법, 동시학습(co-training) 등

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분류의 상으로 웹 문서가 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서 새로운 자동 분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웹 문서가 

갖는 특징은 하이퍼링크와 같은 일반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 추가 인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분류에 있어 

주어진 페이지와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주변 페이지를 활

용하는 기술[17]은 하이퍼텍스트에 존재하는 새로운 정

보를 이용한 이며 웹 문서를 특정 페이지와 그와 연결

된 페이지를 통틀어 하나의 문서로 간주하는 새로운 

을 보여 다. 한편 웹 페이지의 경우 매우 뚜렷한 목

을 가지고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목 을 범주로 하는 

장르 범주 기반 분류 기술도 개발되어[18], 문서의 내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 에 의한 문서 분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 근의 경로를 다변화 시킴으로써 

궁극 으로는 검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다

양한 차원에서의 분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6 주제 탐지  추  

주제 탐지/추 (TDT: Topic Detection and Tracking)

은 주어진 사건과 연 된 기사를 추 하고 새로운 사건

에 한 기사를 탐지하는 목 으로 최근에 정보검색의 

새로운 응용 분야로 부상하 는데[19], 기술 으로 보

면 자동 분류  클러스터링의 한 지류라고 할 수 있다. 

사건 기사의 특성은 일반 문서와 비교하여 특정 시간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자동 분류  클

러스터링 기법에 용시켜 추  기술이 개발되었다. 

추  기술이 일반 자동 분류나 필터링 기술과 다른 

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두 기사의 내용이 유사하더

라도 동일 사건에 한 보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과, 둘

째, 추 을 해 사용되는 단서 기사의 수가 매우 어

서 (시작 시 한 건) 학습 기반 방법을 용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자의 경우 각 기사에 존재하는 시간과 장

소 정보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는 기술이 개발되

고 있고, 후자의 경우 단서 문서와 과거 기사 체와 비

교하여 차별화되는 자질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쓰

고 있다. 

최  기사 탐지(First Story Detection)는 과거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에 한 기사를 탐지하는 문

제이다. 이 기술은 새로운 사건의 발발을 최 한 신속히 

탐지해야 하는 보안이나 경제 분야에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과거 모든 사건과 비교

하여 새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단해야 하고, 때로는 이

미 보도된 사건일지라도 특정 사용자에게 새로운 사건인 

경우도 있어,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2.7 자동 요약

자동 요약은 주어진 문서 혹은 문서집합으로부터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과부

하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 인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한

다. 자동 요약 기술의 목표는 주어진 문서의 내용이 무엇

인지 단하는 정도의 요약, 주어진 문서에 포함된 내용

을 최 한 충실히 담아 내는 요약, 주어진 문서의 내용에 

한 평가의 생성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고, 이 목표

에 따라 한 기반 기술이 용되어야 한다[20]. 

재 상용화 수 에 와 있는 기술은 부분 핵심 키워

드 추출이나 핵심 문장을 추출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핵심 문장을 고하는 문장성분을 활용하는 방법[21, 

22], 핵심 주제어 혹은 주제 문장을 찾아낸 후 이와 연

결된 문장을 추출하는 방법[23] 등이 사용되고 있다. 추

출된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해 용어 처리 등 자

연언어처리 기술의 목이 필요하다.

문장 추출 수 의 자동 요약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

다 심층 인 문장 분석을 통해 인간이 작성하는 수 의 

요약을 생성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별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 하고 통합하여 문서 체의 의

미를 지식표  언어로 표 한 후 핵심 내용이 요약된 문

장을 생성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24], 특정 역에 

한정된 응용이 가능하나 자연언어처리 기술의 발 이 선

행되어야 하고 보다 정보검색 분야와 자연언어처리 분야

의 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2.8 질의응답

재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질의응답 시스템

은 자연언어로 기술된 질문을 받아 맥락 정보가 포함된 

사실(fact)을 답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

는 과거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루어 왔던 시스템과는 달

리 지식기반 추론과정 없이 주어진 텍스트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답을 식별하고 필요하면 여러 정보 자원으로부터

의 답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를 들어 “백두산의 

높이는?” 라는 질문이 들어 왔을 때, 그 답을 텍스트에

서 추출하거나 그 답이 들어 있는 일정 크기의 텍스트를 

제공한다.

일반 인 근 방법은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용하여 

질의의 유형을 분류하고, 질의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

한 후, 그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보 자원으로부터 답을 

포함하고 있을 만한 문서 혹은 문단을 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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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질의 유형에 따라 정답의 형태를 결정하고 이런 

형태의 정답이 존재할 만한 문장  문서를 패턴매칭에 

의해 찾아나간다. 여기서 문제의 유형과 답안의 유형에 

한 시소러스나 지식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의 

완성도와 품질이 답안의 정확도를 좌우한다. 한 질의 

 문장의 부분에 한 자연언어처리 기술이 시스템 성

능에 많은 향을 미친다.

2.9 교차언어 검색

교차언어 검색(Cross Language IR)은 질의를 표

한 언어와 문서에 사용된 언어가 다른 경우의 검색을 지

칭한다. 흔히 자국어로 질의를 표 하여 외국어로 쓰여

진 문서를 찾거나 여러 가지 언어로 기술된 문서를 찾는 

경우 사용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특히 다 언어 검색

(Multilingual IR)이라 한다.

교차언어 검색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사용자 질

의를 문서에 사용된 언어(목  언어)로 변환을 하는 것

이다. 이를 해 사용되는 기술은 역어 사 을 통해 

원시 질의어에 나타난 단어 혹은 구를 목 언어로 번역

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방법인데, 원시 단어  구

의 의미상의 애매성을 분별하여 한 번역어를 찾는 

기술과 번역된 단어  구에 가 치를 계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25,26]. 

사 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 이 불충분한 경우, 병행

코퍼스(parallel corpus)나 비교 코퍼스(compatible 

corpus)를 사용하여 코퍼스에서 역어를 찾아내거나 

직 인 역어는 아니더라도 원시 질의를 변하는 질

의를 생성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여러 가지 통계량을 

사용하거나 기계번역 분야에서 개발된 문장 배열(align-

ment) 방법을 용하기도 하고, 잠재의미색인(latent 

semantic indexing)에서 사용된 방법을 용하여 원

시 언어  목  언어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성하여 원시 

질의 단어와 의미 으로 가까운 목  질의 단어를 선택

하는 방법[26]도 개발되었다.

교차언어 검색 기술의 완성도는 동일한 질의에 하

여 단일언어 검색 결과의 성능과 비교하여 몇 퍼센트까

지 도달하는가의 척도를 사용하는데, 그 동안 많이 연구

된 언어 에 해서는 단일언어 검색 성능과 유사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새로운 언어 에 한 기술 개

발이 필요하며, 오히려 교차언어 검색에 사용되는 자원

을 이용하여 단일언어 검색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다 언어 검색의 경우는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문서가 각각 검색되었을 때 이들

을 효과 으로 통합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한 지

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차언어 검색은 스 스, 캐나다, 싱가폴 등 다국어를 

사용하는 국가나 다국  기업 등에서 필요성이 많이 

두되었고,  인터넷에 존재하는 문서의 반 이상이 

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기 한 기

술로 발 이 되었다. 비록 연구 에서 단일언어 수

의 검색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 기술이 실

제로 사용되기 해서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를 들어 검색된 결과 문서의 

내용을 자국어로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완  번역 과정

을 거칠 문서를 선별하게 해 주거나, 질의 생성시 혹은 

검색 과정에서 생기는 피드백을 자국어로 지원하는 장치 

등은 교차검색 시스템의 실용화에 필수 일 것이다.

2.10 분산 검색

원천(source)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검

색은 데이터가 앙에 집 되어 있는 경우에 고려할 필

요가 없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분산 검색 상황을 크

게 보면 두 가지로 별할 수 있다. 웹에서의 메타 검색

과 같이 동일 데이터를 상으로 분산 검색한 후 결과를 

통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데이터 퓨젼(fusion)이라 

하고, 분산 장소에 서로 다른 데이터가 있어 사용자 

질의 처리시 검색 데이터 소스의 선택, 질의 변환, 검색

결과 통합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를 컬 션(collection) 

퓨젼이라 한다. 

데이터 퓨젼에서는 일반 으로 각각의 소스에서 검색

된 결과에 합성 수가 존재하므로 각 소스로부터의 

합성 수 범 를 정규화(normalize)하여 타 소스로

부터의 검색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게 한 후 랭킹을 통합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컬 션 퓨 에 있어서의 결과 통

합은 데이터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각 컬 션마다 통계

량과 검색 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결과 통합에 있어서 

수 범 를 정규화하는 방법보다는 각 컬 션이 질의에 

한 문서를 포함할 확률 값을 계산하여 그 확률에 따

라 편향된 라운드 로빈 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27].

컬 션 퓨 의 경우 질의를 보낼 컬 션을 선정해야 

하고 각 컬 션에서 검색이 된 후 결과를 통합해야 한

다. 일반 으로 각 검색기에서 허용하는 컬 션 련 정

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찰 가능한 정보

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각 용어가 각 컬 션에서 갖는 

문헌 빈도수와 각 용어의 컬 션 빈도수 즉 특정 용어가 

출 하는 컬 션의 수를 활용하여 검색 상 컬 션을 

랭킹하는 방법[28]이 있다.

분산 검색 결과의 정확성 측면 이외에 실용 시스템에

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검색 속도이다. 다양한 하부 

검색 시스템마다의 속도가 근본 으로 다르기도 하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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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라 혹은 시간 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검색 속

도가 변하기 때문에 통합되어야 할 검색기의 개수가 많

은 경우 통합 검색기의 속도는 항상 가장 느린 검색기보

다 늦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간제한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특정 검색기의 결과를 수용 못하

는 결과를 래해 같은 질의에 해 일정하지 못한 결과

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 엔지니어링 문제가 존재하는데, 를 들면 각 

검색기의 질의 인터페이스나 검색 결과 인터페이스가 변

하는 경우 통합기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검색기를 통합할 경

우의 수작업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로토콜에 기반한 

분산 통합기 기술도 개발되었다[29].

2.11 멀티미디어 검색

정보검색 기술의 발 이 부분 텍스트 검색에 집

되었으나, 최근에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생성  활용이 

증하면서 멀티미디어 색인, 검색, 가공 기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색인/검색 상이 되는 멀티미디

어 객체는 소리( : 음악, 음성), 이미지( , 사진, 클립 

아트, 스캐닝된 문서), 비디오( : 디지털 TV, 보안 카

메라 출력, DVD) 등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 이들로부터 

색인을 생성하고 검색하는 기술의 종류와 수 이 매우 

다양하다.

멀티미디어 검색을 한 근 방법은 크게 네 가지 경

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1) 비디오 자료의 캡션과 같이 멀티미디어 객체에 연

된 텍스트가 이미 존재할 경우 사용하는 근 방법 

2) 음성 인식이나 문자 인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객체

의 일부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의 근 방법

3) 멀티미디어 객체에 한 메타 데이터가 수작업으

로 생성되어 있는 경우의 근 방법

4) 자동 으로 멀티미디어 객체에 한 자질을 추출

할 수 있는 경우의 근 방법

1)의 경우 텍스트를 기반으로 색인 생성이 가능하므

로 텍스트 기반 정보검색 기술을 그 로 용할 수 있으

나, 다른 자질의 추출이 가능할 때 다  모달리티(mo-

dality) 하에서의 통합검색 기술의 개발이 효과 이다. 

2)의 경우 인식 결과에 오류가 항상 존재하므로 텍스트

의 경우보다 색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

라서 이런 오류에 강건한 검색 모델의 개발이 요하다. 

3)의 경우 메타 데이터에 의한 검색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검색과 동일하므로 기존의 기술을 용할 

수 있지만, 메타 데이터의 생성 시 모든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는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구축할 수 없

다는 한계를 갖는다. 4)의 경우 자질의 자동 추출은 멀

티미디어 종류를 불문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를 들어 이미지로부터의 자질 추출은 색상 히스토그램

(color histogram), 객체의 윤곽(shape), 질감(texture) 

정도가 가능하므로[30] 주어진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를 검색하는데 있어 이들 자질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즉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객체간의 계나 다양한 

에서의 의미 등을 추출하는 기술은 아직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자동으로 추출된 자질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

나 검색 목 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방법은 특정 도메인이나 응용에 국한시켜 사용되는 

것이 부분이다.

3. 반  발 방향

3.1 기술 발

에서 정보검색의 세부기술 별 황을 기술하면서 

재 개발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해결되어야 할 기

술 인 문제는 각각 언  하 으므로, 여기서는 정보검

색 분야를 총체 으로 볼 때의 장기  발 방향을 기

술한다. 

3.1.1 의미기반 상세정보 검색

재까지 정보검색의 발 은 단어에 한 통계 인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텍스트, 문장, 문장 구성 

성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명시 으로 분석, 표 되어 

사용되기 보다는 통계 인 방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어

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미래에는 자연언어처리 기술이 

보다 극 으로 용되어 양질의 색인어를 추출하는 방

법에만 그치지 않고, 텍스트  문장의 구성 요소를 분

석하여 문서의 내용을 단어 집합보다 풍부한 의미를 내

포하는 형식으로 표 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검색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서 언 한 자동 분류, 질

의응답 혹은 정보 추출과 같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 동

원되어 목되는 경우 상세 정보검색의 실 을 보다 앞

당길 수 있을 것이다.

3.1.2 시맨틱 웹 서비스 기술과의 목

웹 서비스는 웹 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표 인 방법으로 정의하고 존재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들 서비스를 호출/연계하여 필요한 기능을 구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맨틱 웹은 웹 상의 정보를 의미에 기반

하여 표 인 방법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들 간의 의

미  호환성을 제공하여 에이 트 로그램들이 웹 정보

를 활용하여 사용자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

경이다. 시맨틱 웹 서비스는 이들을 통합한 환경으로 서

비스에 한 온톨로지와 개념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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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검

색 기능을 웹 서비스로 정의하고 이들간의 의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고차원의 사용자 정보 요구

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기 해서는 

보다 실용 인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 개발되어 재 웹 

문서에 한 의미기반 메타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야 하

고, 온톨로지가 구축이 되어야 하며, 이들을 활용하는 

검색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분산

통합검색 문제가 다루는 검색 시스템들간의 호환성 문제

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3.1.3 다 언어 정보 서비스

웹과 로벌 환경의 발 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기술

된 정보의 습득이 어느 때보다 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단순한 교차언어 검색 기술을 월하여 교차언어 질

의응답, 교차언어 요약, 교차언어 정보추출 등의 고  

서비스 기술이 개발되어 보다 상세하고 압축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다 언어 정보 서비스의 활용성

을 높일 수 있다. 를 들어 검색된 모든 문서를 번역 서

비스에 맡기는 것 보다 추출된 상세정보만 번역하는 것

이 보다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3.1.4 사용자 혹은 태스크의 맥락정보 활용 기술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간단한 사용자 질의만을 가

지고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충실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속성, 선호도, 환경, 태스크 등을 모델링하여 질의 처리

에 반 함으로써 보다 한 정보를 찾아  수 있다. 

3.1.5 멀티미디어 검색 기술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양이 증하고 그 활용도가 높

아지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고 

주석을 자동 으로 붙이는 작업에 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추출된 자

질이나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검색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사용자 태스크 맥락에서의 검색 기술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3.1.6 무선 유비퀴터스 환경에서의 정보검색 서비스

무선 장치의 개발이 진 되면서 피어간(peer-to-peer) 

네트워크가 동 으로 자유자재로 형성이 되는 환경이 도

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정보검색 응용

이 창출될 것이며 이에 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를 들어 여행  지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을 찾거나 

지 일기 보를 알아보기 해 PDA로 질문하고 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정 유 지에 도착했을 때 련된 정

보를 즉석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정보검색 

에서 새로운 도 을 요구한다.

3.2 산업 망

정보검색  장, 리 기술의 상 시장은 웹 페이지 

검색  번역, 자 도서  자료 검색 등의 서비스 요구 사

항으로부터 도출된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엔진, 국제 표  

기반 문서 리 시스템, 상품 정보 검색, 디지털 방송 자료 

검색 등의 직  시장과 이를 활용하여 형성되는 디지털 방

송, 군사 정보 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 응용 시장으로 나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은 그림 1과 같다[31]. 

그림 1 정보검색 시장

응용분야는 사회  분야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검색 리 시스템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정보, 군사정보, 

디지털 도서 , 디지털 방송, 유 자 분야, 의료 정보, 

자상거래, CRM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IDC보고서[32]에 의하면 세계의 정보검색 시장은 

2002년에 8억6천만불의 규모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

에는 263억불의 규모로 성장하고 연평균 49.7%의 높

은 성장률로 시장이 확 되어 2012년에는 세계 시장규

모 443억불의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상된다. 

4. 결  론

정보검색 분야는 웹의 보편화  컨텐츠 산업의 발

과 더불어 기술 인 면이나 산업 인 면에서 국내외 으

로 성장하 다. 기술 에서 통 인 검색분야 뿐

만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의 부분이 정보검색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도 독립된 분야로 지속 인 기술 개

발이 이루어지겠지만, 학문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융합 

기술에 한 요성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추

세를 볼 때, 자연언어처리,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멀

티미디어 분야와의 합작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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