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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전적으로 이용되던 디렉터리 분류로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기 어려워지면서, 키워드 기반 검색 시
스템이 정보 처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의 빠른 자료 검색을 위한 키워
드 기반 정보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에서는 동적 색인을 통하여 기존 시스템들보다 빠른 시간 내
에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내용 기반 검색과 다양한 포맷에 대한 문서 검색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글 문장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 원활한 검색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능 비교 검증을 수행한 결과 기존 시스템에 비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서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개인용 문서 검색, 동적 색인, 내용 기반 검색

1. 서론

공적 업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보도 컴퓨터나 스마트 

디바이스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전자 문서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보유하는 전

자 문서의 개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문서의 양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고전적으로 이용되

던 디렉터리 분류로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기 어려

워지면서,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이 정보 처리의 중심

이 되고 있다.

Google로 대표되는 웹에서의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

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개인용 정보 검색 시스템의 수

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기존 대부분의 개인용 검색 시

스템은 색인(indexing) 없이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 속도

가 매우 느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 색인을 생성

하는 개인 정보 검색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중 

손쉽게 구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Windows 파일탐색기, NDfinder, 한컴 문서 찾기 프로그

램, HandyFinder 등이 있다. Microsoft Windows의 기본 

프로그램인 파일탐색기[1]는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별도의 설치가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

용자들이 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hwp 등 다양한 

포맷의 문서에 대한 내용 기반 검색이 불가능하며 한글 

문장이 포함된 문서에 대하여 색인 및 검색이 불가능하

다. 또한 다중 문자열에 대하여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두 개 이상의 키워드로 문서 검색을 할 수가 없다. 

누리랩에서 개발한 문서 검색 도구인 NDfinder(Nurilab 

Document Finder)[2]는 내용 기반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사용자에게 편리한 검색 환경을 제공하지만, 문서 

검색을 수행할 때마다 매번 지정 경로에 있는 파일에 대

하여 색인을 새롭게 생성하여 검색 속도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한컴에서 개발한 문서 찾기 프로그램[3]은 사용

자가 문서 검색을 하고자하는 파일에 대하여 수동으로 

색인을 수행해야만 문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검색 대상  경로에 대해서만 색인을 수행하므로 불필요

한 메모리 점유가 낮아 프로그램이 비교적 가볍게 가동

된다는 시스템 효율에서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는 검색을 위해서 매번 색인을 수동으로 수행해

야 하므로, 편의성과 속도에서의 불편함이 매우 크다. 

또한 검색 경로 설정 이외의 pdf와 같은 특정 문서 포맷

들은 검색이 불가능하다. HandyFinder[4]는 2가지의(웹,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여, 하위 폴더 색인, 특정 폴더 색인 on/off, 용량 제

한 등 색인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

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자동으로 동적색인

을 수행하여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으나, 메모리 사용량

이 많고 구동시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의 빠른 자료 검색을 

위한 키워드 기반 정보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동적 색

인을 통하여 기존 시스템들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한글 문장이 포함된 문서에 대한

내용 기반 검색과 다양한 포맷에 대한 문서 검색으로 사

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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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확장자 개수 용량

1
Microsoft  Word 문서

doc 6 1.33MB

2 docx 6 244KB

3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xls 5 188KB

4 xlsx 5 93.5KB

5 Microsof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pt 5 11.8MB

6 pptx 5 7.88MB

7 텍스트 문서 txt 6 1.01MB

8 HTML 파일 html 6 3.55KB

9 한컴오피스 한글 문서 hwp 6 13.6MB

계 50 36.3MB

표 1. 색인 및 검색 대상 문서 집합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검색어 별 탐지개수

학생 사람 대학 인공위성

Windows Search 5 4 8 0

한컴 문서찾기 5 5 3 0

HandyFinder 10 9 12 0

제안 시스템 10 9 9 3

표 3. 검색어별 검색 결과 비교

2. 동적 색인과 한국어 내용 기반 검색을 위한 개

인용 검색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Apache의 TLP 중 하나인 Lucene[5]을 

활용하여 검색 시스템을 구현한다. Lucene을 활용해 구

현한 색인기는 검색의 효율성을 위해 역방향 색인 구조

를 형성한다. 색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장을 

대표하는 핵심어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시스템의 색인 

과정은 (1) 형태소 분석을 통한 단어 분리, (2) 불용어 

제거, (3) 어간 추출, (4) 단어에 대한 가중치 부여, 

(5) 역방향 색인 구조 생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1

은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인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아리랑 형태소분석기[6]를 사용하

여 한글 키워드에 대하여 내용 기반의 검색 결과를 제공

한다. 또한 텍스트 문서 이외에 총 9가지의 문서 포맷

(hwp, html, xls, xlsx, pptx, ppt, docx, doc, text)에

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역색인을 구성하여 다양한 문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역방향 색인 파일이 생성된 이후에 새로운 문서가 생

성되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색인 내용과 실제 문서 내용

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기존의 NDFinder[2]나 한컴 문서

찾기[3]에서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 

대상 디렉터리에 대한 색인을 각각 자동과 수동으로 수

행하므로 속도와 사용자 편의성에서의 문제점을 가진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색인 완료 

시점으로부터 변경이 발생한 데이터에 대한 동적 색인을 

수행한다. 사용자의 수동 개입을 배제하고 색인 내용과 

실제 문서의 불일치를 방지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검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검색에서는 미리보기와 하이라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또한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편집거리[7]를 이용하여 유사 형태 키워드를 추천 검색

어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정확한 키워드를 기억하지 못하

더라도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한다.

3. 실험 및 결과

시스템 간 성능 비교를 위해 다양한 포맷의 문서 파일 

50개를 사용하여 색인 및 검색을 수행한다. 표 1은 실험

에 사용된 문서 상세를 보인다.

표 2는 기존 시스템과 제안 시스템의 속도를 비교한

다. 실험에서는 정적 색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색인을 가장 빠르게 수행하는 시스템은 수동 요청으로 

색인이 시작되는 한컴 문서찾기이며, 가장 느린 색인 시

간을 보인 시스템은 HandyFinder였다. 모든 시스템이 

0.1초 내외의 시간으로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이 가장 우수한 검색 수행 속도

를 보였다. 동적 색인이 지원되지 않는 시스템에서의 변

경이 발생하는 문서에 대한 검색 시간은 색인 시간과 검

색 시간의 합이 되므로, 한컴 문서 찾기는 6.434, 

HandyFinder는 0.107, 제안시스템은 0.035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스템 색인 시간 검색 시간

Windows Search 16.459 0.088

한컴 문서찾기 6.323 0.110

HandyFinder 25.408 0.107

제안 시스템 14.383 0.035

표 2. 시스템 별 색인 및 검색 소요시간 비교(초)

표 3은 ‘학생’, ‘사람’, ‘대학’, ‘인공위성’

의 4개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비교한다. 평가판에 

한해 최대 5개의 결과만을 제공하는 NDfinder는 비교에

서 제외한다. 결과에서 Windows Search와 한컴 문서 찾

기는 내용 기반 검색에서 한글 키워드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과에서 HandyFinder와 제안 시스템으로 총 31개의 

문서를 탐지하였으며, 제안 시스템은 HandyFinder가 찾

은 “대학”에 대한 3개 문서를 검색하지 못했고, 

HandyFinder는 제안 시스템에서 찾은 “인공위성”에 대

한 3개의 문서를 검색하지 못했다. 다음은 각 문서를 보

인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복합명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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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검색어‘인공위성’을 분석하고‘인공’, ‘위성’으로 

분해하여 검색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문서를 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등의 단어가 복합명사로 분해되지 

않아 검색하지 못했다.  

검색어 – 대학 [HandyFinder의 결과]

 1. 오후 1:20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2.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3. 금오공과대학교 김병만...

검색어 – 인공위성 [제안시스템의 결과]

 1. 운용되고 있는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이다..

 2. 뱅가드 1호 위성에 사용하는 것을...

 3. 위성으로부터 받아온 gps 정보를...

그림 2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화면을 보인다. 사용자

는 검색 키워드와 대상 폴더를 지정하여 검색을 수행하

며, 결과에서는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검색할 뿐만 아니

라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던 미리 보기를 제

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한글 문서 검색 시스템을 구현

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구현 시스템은 한국어로 작

성된 다양한 포맷의 문서에 대한 내용 기반 검색이 가능

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키워드 하이라이팅, 동적 

색인 및 질의어 정정 기능을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결과 0.035초의 가장 짧은 검색 시간을 보였

으며, 사용자 입력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문서를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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