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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본과 매핑

학습 내용학습 내용

1 기본 검색 툴1. 기본 검색 툴
• 빈 검색, 다중 인덱스 및 타입 검색, URI 질의

2. 매핑과 분석
• 매핑 자료형, 역색인, 분석과 분석기, 동적/정적 매핑, 

객체 자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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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검색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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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본과 매핑

엘라스틱서치 검색 (Searching)엘라스틱서치 검색 (Searching)

 다큐먼트의 모든 필드는 색인되어 질의(query 쿼리)될 수 다큐먼트의 모든 필드는 색인되어 질의(query, 쿼리)될 수
있음
• 검색 대상은 구조화된 필드나 전문(full-text) 또는 이들 둘의 조합( )

 검색과 관련된 주요 주제색과 주 주제
• 매핑(mapping): 각 필드의 데이터 접근 및 처리 방법

• 분석(analysis): 전문이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방법

• Query DSL: 엘라스틱서치에서 사용하는 질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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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본과 매핑

빈 검색 (Empty Search) (1)빈 검색 (Empty Search) (1)

 어떤 질의도 기술하지 어떤 질의도 기술하지
않으면 단순히 클러스터
의 모든 인덱스를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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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검색 (1)빈 검색 (1)

 hits 섹션 hits 섹션

• total  필드: 질의와 매치되는 다큐먼트들의 수

• hits 필드 배열 : 매치된 10개의 다큐먼트 표시

다큐먼트 메타 데이터 i d id• 다큐먼트 메타 데이터: _index, _type, _id

• _score는 질의에 매치된 정도를 보여 주는 연관성 점수(relevance score)로
빈 질의에는 최대 점수(max_score) 1

• _source

 took: 검색 실행 시간을 ms로 표시

 _shards_

• 질의에 포함된 전체 샤드들의 수

• 검색 성공(successful), 실패(failed) 샤드 수

timeout: 만료 시간 디폴트로 만료 시간은 없고 파라미터로 지정• timeout: 만료 시간, 디폴트로 만료 시간은 없고 파라미터로 지정

• 만료 시간을 기술해도 응답만 정해진 시간 내로 하고, 질의 수행은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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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인덱스 및 타입 검색
(M lti i d M lti t S hi )(Multi-index, Multi-type Searching)

 URI(URL)에 인덱스들과 타입들을 기술하여 다중 인덱스 및 URI(URL)에 인덱스들과 타입들을 기술하여 다중 인덱스 및
타입 검색
• /_search                           #  모든 인덱스 내의 모든 타입을 검색

• /gb/_search                      # gb 인덱스 내의 모든 타입을 검색

• /gb,us/_search                  # gb,us 인텍스 내의 모든 타입을 검색

• /g*,u*/_search  # g,u로 시작하는 인텍스 내의 모든
타입을 검색

• /gb/user/ search # 인덱스 gb 타입 user 내의 모든/gb/user/_search # 인덱스 gb, 타입 user 내의 모든
다큐먼트 조회

• /gb,us/user,tweet/_search # gb, us 인덱스 내의 user, tweet 
타입 내 조회타입 내 조회

• /_all/user,tweet/_search       # 모든 인덱스 내의 user와 tweet 
타입 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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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검색 실행 예 – 테스트 데이터 색인빈 검색 실행 예 테스트 데이터 색인

 실습을 위해 다음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 실습을 위해 다음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
• gb, us 인덱스와 user, tweet 타입

• 데이터 다운로드

• https://gist.github.com/clintongormley/8579281

• 강의 홈 페이지 load_test_data.sh

테스트 데이터 색인• 테스트 데이터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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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본과 매핑

빈 검색 실행 예 – 테스트데이터빈 검색 실행 예 테스트데이터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9

검색 기본과 매핑

빈 검색 실행 예빈 검색 실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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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페이지 범위 지정 (Pagination)출력 페이지 범위 지정 (Pagination)

 from size 파라미터로 출력 페이지 결과 범위지정 from, size 파라미터로 출력 페이지 결과 범위지정
• size: 출력되는 결과(다큐먼트)의 수 지정, 디폴트는 10

• from: 출력 시작 결과(다큐먼트) 지정, 디폴트 0( ) ,

• URI 파라미터는 & 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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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질의 – q 파라미터URI 질의 q 파라미터

 질의 명령어의 2가지 방식 질의 명령어의 2가지 방식
• q 파라미터를 이용한 URI 질의

• “Lite” 질의 문자열 버전

• HTTP 요청 몸체(request body) 질의

• DSL(Domain Specific Language)

 URI 질의
• search ?q= 값 또는 필드명:질의어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입력하고• _search ?q= 값 또는 필드명:질의어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입력하고

검색

• tweet 필드에 elasticsearch 값을 갖는 모든 다큐먼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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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질의 – URI 파라미터 구분 ‘&’URI 질의 URI 파라미터 구분 &

 & 사용하여 파라미터 구분 & 사용하여 파라미터 구분

 파라미터 예 파라미터 예
• pretty: 출력 결과를 정돈

• source: 다큐먼트 내용 표시 여부 지정, false이면 메타 데이터만_source 다큐먼 내용 시 여부 지정, false이면 메타 데이터만
출력

• 예
q = name:mary& source=false&prettyq = name:mary&_source=false&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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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질의 실행 예URI 질의 실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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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질의 – 조건 나열 ‘+’URI 질의 조건 나열

 + 를 사용하여 질의 조건을 나열 + 를 사용하여 질의 조건을 나열

 예 예
• q=name:mary+tweet:DSL

• 두 필드 조건을 만족하는 다큐먼트 모두 검색

• q=date:>2014-09-20+tweet:DSL&pretty

• date 필드가 2014년 9월20일 이 후 이거나

t t 필드에 DSL을 포함하는 다큐먼트 모두 검색• tweet 필드에 DSL을 포함하는 다큐먼트 모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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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6



검색 기본과 매핑

URI 질의 – 내장 ‘()’URI 질의 내장 ()

 ()를 사용하여 여러 값들 포함 ()를 사용하여 여러 값들 포함

 예 예
• q=tweet:(API, DSL)

• tweet 필드에 API나 DSL을 포함하는 모든 다큐먼트 검색

• q=name:(mary, john)+date:>2014-09-20+(aggregations, geo)

• 검색 조건

– name 필드의 값이 mary 또는 john 

– date 필드 값이 2014-09-10 보다 큼

– aggregations과 geo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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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필드_all 필드

 질의에서 검색 필드를 명시하지 않으면 엘라스틱서치는 _all 의에서 색 명시하지 라 틱서치 _
필드 라는 특수 필드 상에서 검색
• _all 필드는 모든 필드들을 연결한 문자열

=>

• 다음 질의를 하면 다큐먼트의 필드 중 하나에 mary가 포함되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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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핑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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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Mapping) - 자료형매핑 (Mapping) 자료형

 매핑은 데이터의 저장 형태(자료형 속성)의 정보를 기술 매핑은 데이터의 저장 형태(자료형 속성)의 정보를 기술

 아래 질의 예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
• 인덱스에 12개의 2014년 트윗이 있다고 가정• 인덱스에 12개의 2014년 트윗이 있다고 가정

• _all 필드 검색 시에는 2014 string 형 검색으로 2014년 모두 리턴

• 정확한 date 형 기술 시에만 올바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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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t 타입 매핑 확인 예tweet 타입 매핑 확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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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타입 확인 실행 예매핑 타입 확인 실행 예

멀티필드

키워드 자료형

256개 문자 이상은 무시

 name, tweet 필드는 멀티필드
(multi-fields)로 지정
• 한 필드에 여러 자료형을 지정

• 전문 검색인 경우 text로 매핑

• 정렬, 어그리게이션인 경우
keyword 자료형

• 메일주소, 호스트이름, 상태코드 ,
zip 코드,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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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값과 전문 (Exact Values vs. Full Text)정확한 값과 전문 (Exact Values vs. Full Text)

 2가지 종류의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 2가지 종류의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

 정확한 값 (exact value) 정확한 값 (exact value)
• 자료형을 갖는 구조적인 데이터

• 날짜, 사용자 ID 등날짜, 사용자 I 등

• 정확한 값을 사용한 질의의 결과는 일치 여부로 단순

 전문 (full text)
• 텍스트 데이터와 같은 비구조적인 데이터

• 전문 검색의 결과는 정확한 일치 여부 보다 연관성 정도

엘라스틱서치는 먼저 전문 검색 필드를 분석하여 역파일 색인• 엘라스틱서치는 먼저 전문 검색 필드를 분석하여 역파일 색인
(inverted index)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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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색인 (Inverted Index) (1)역 색인 (Inverted Index) (1)

 엘라스틱서치는 빠른 전문 검색을 위해 역 색인을 사용 엘라스틱서치는 빠른 전문 검색을 위해 역 색인을 사용
• 역파일 색인에는 다큐먼트의 모든 워드(텀 term 또는 토큰 token)들

이 나열

• 각 워드가 다큐먼트들에 존재 여부 표시

• content 필드에 다음 내용을 갖는 두 다큐먼트의 역파일 색인 예

1 The quick brown fox jumped over the la y dog1. The quick brown fox jumped over the lazy dog

2. Quick brown foxes leap over lazy dogs in summer

• quick brown 검색 예

• 두 다큐먼트에 매치

• 텀들의 수를 카운트하는 유사성 알고리즘 수행하면
첫 번째 다큐먼트가 두 번째 보다 더 큰 연관성을 가짐첫 번째 다큐먼트가 두 번째 보다 더 큰 연관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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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파일 색인 (2)역파일 색인 (2)

 앞의 역파일 색인은 다음을 구분 못하는 문제점 앞의 역파일 색인은 다음을 구분 못하는 문제점
• +Quick +fox 질의 시 매치되는 다큐먼트 찾지 못함

• 워드 앞의 + 연산자는 다큐먼트에 반드시 있어야 매치됨

• Quick, quick가 같은 워드임에도 텀이 서로 분리

• fox와 foxes, dog과 dogs 는 서로 같은 워드에서 분리된 유사한 텀

• jumped와 leap은 같은 워드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짐• jumped와 leap은 같은 워드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짐

• 만약 텀을 다음과 같이 정규화(normalization)할 수 있으면 매치되는
다큐먼트 검색

• Quick을 quick, foxes를 fox, dogs를 dog

• jumped와 leap은 단일 텀 jump로 인덱스

 이러한 토큰화(tokenization), 정규화
(normalization)과정을 분석(analysis)
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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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분석기 (Analysis and Analyzer)분석과 분석기 (Analysis and Analyzer)

 분석(analysis) 과정
• 텍스트의 블록을 역파일 색인에 적합한 개별 텀으로 토큰화

(tokenizing)

• 검색 능력 향상을 위해 텀들을 표준 형식으로 정규화(normalizing)• 검색 능력 향상을 위해 텀들을 표준 형식으로 정규화(normalizing)

 분석기(analyzer)는 다음 3개의 함수들을 순서대로 실행
• 문자 필터 (character filter)문자 필터 (character filter)

• 토큰화 전에 문자열을 정돈

• 예를 들어 HTML을 제거, &를 and로 변환 등등

• 토크나이저 (tokenizer)

• 정돈된 문자열을 개별 텀들로 토큰화

• 공백이나 구두점(punctuation,문장부호),마침표 등을 만나면 텀으로 분리공백이나 구두점(punctuation,문장부호),마침표 등을 만나면 텀으로 분리

• 토큰 필터 (token filter)

• 텀들을 정규화된 텀으로 변환

• 예를들어 Quck을 quick으로 변환, a and the 등 제거, 텀들을 추가
(jump,leap 동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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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분석기 (Built-in Analyzer) (1)내장 분석기 (Built in Analyzer) (1)

 엘라스틱서치는 많은 별도의 분석기들을 제공 엘라스틱서치는 많은 별도의 분석기들을 제공
• 여기서는 다음 예에 대해 미리 설치된 내장 분석기 변환 예 소개

 표준 분석기(standard analyzer) 표준 분석기(standard analyzer)
• 엘라스틱서치가 사용하는 디폴트 분석기

• 유니코드 기준으로 워드를 분리, 문장 부호 제거, 모든 텀을 소문자로
변환

단순 분석기 ( i l l ) 단순 분석기 (simple analyzer)
• 문자가 아닌 것은 제외하고 소문자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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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분석기 (2)내장 분석기 (2)

 공백문자 분석기 (whitespace analyzer) 공백문자 분석기 (whitespace analyzer)
• 공백문자를 기준으로 분리, 소문자로 변환 하지 않음

 다국어 분석기 (language analyzer)다국어 석기 ( g g y )
• 특정 언어의 분석기 (한국어 미포함)

• 영어(english) 분석기의 경우 스톱워드(stopword, and the ... 등)를
제거하고 어원으로 변환제거하고 어원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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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분석기한글 분석기

 엘라스틱서치에서는 한글을 위한 별도의 분석기를 제공하지 엘라스틱서치에서는 한글을 위한 별도의 분석기를 제공하지
않음

 아래와 같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함 아래와 같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함
• http://eunjeon.blogspo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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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 적용 시점분석기 적용 시점

 분석기는 전문 필드(full-text field) 질의 시에만 적용 분석기는 전문 필드(full text field) 질의 시에만 적용

 앞의 예 적용

• 필드가 생략된 all 필드 검색은 전문 문자열 검색• 필드가 생략된 _all 필드 검색은 전문 문자열 검색

• 따라서 2014, 09, 15 3개의 텀 검색

• 위의 첫 2개 질의에서 모두 매치

• date 필드 질의 시에는 정확한 date 형 값 검색

• 3번째 질의 매치

• 4번째 질의는 매치된 값 없음• 4번째 질의는 매치된 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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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 테스트분석기 테스트

 analyze API를 사용하여 텍스트 _analyze API를 사용하여 텍스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출력

• start_offset, end_offset은 문자의 위치

• position은 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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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 테스트 실행 예분석기 테스트 실행 예

 position은 0 부터 시작 position은 0 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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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Mapping)매핑 (Mapping)

 매핑은 데이터의 저장 형태(자료형 속성)를 기술하고 검색 매핑은 데이터의 저장 형태(자료형 속성)를 기술하고, 검색
엔진에서 해당 데이터를 접근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명
세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 해당

 주요 자료형
• 문자열: string

정수 b t h t i t l• 정수: byte, short, integer, long

• 실수: float, double

• 날짜: date날짜: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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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매핑 (Dynamic Mapping)동적 매핑 (Dynamic Mapping)

 동적 매핑 동적 매핑
• 새로운 필드의 다큐먼트를 색인할 때 JSON의 기본 자료형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필드의 자료형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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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의 확인매핑의 확인

 mapping API를 사용하여 매핑을 확인 _mapping API를 사용하여 매핑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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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매핑정적 매핑

 정적 매핑
• 필드의 자료형 속성 등을 지정

• 전문 문자열과 정확한 값의 문자열 구분, 다국어 분석기, 날짜 형식, 
분석기 등을 지정분석기 등을 지정

• type 속성: 필드의 자료형 지정

• index 속성: string 형의 색인 방식을 지정

• analyzed : 전문으로 취급하여 분석 후 색인• analyzed : 전문으로 취급하여 분석 후 색인
디폴트로 지정

• not_analyzed: 정확한 값의 문자열로
취급하여 분석하지 않고 색인취급하여 분석하지 않고 색인

• no: 색인을 하지 않음. 검색할 수 없음

• analyzer 속성: 다국어 분석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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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의 갱신매핑의 갱신

 정적 매핑의 2가지 방법 정적 매핑의 2가지 방법
• 인덱스를 생성할 때 매핑의 속성을 지정

• 인덱스 생성 후 매핑의 새로운 속성을 추가

• 기존의 매핑에 추가는 가능하지만 기존의 속성의 변경은 안됨

 매핑 갱신 예
• 기존의 gb 인덱스 삭제

• tweet 필드에 english 분석기 지정한 새로운 인덱스 생성

• tag 필드에 not_analyzed 지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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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갱신 예매핑 갱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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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테스트매핑 테스트

 analyze API를 사용하여 다음의 두 요청의 결과를 비교 analyze API를 사용하여 다음의 두 요청의 결과를 비교

• tweet 필드는 black cat 의 두 개 텀 생성• tweet 필드는 black, cat 의 두 개 텀 생성

• tag 필드는 Black-cats 의 한 개 텀 생성
=> 엘라스틱서치 5.1.1 버전에서는 분석기 지정 하지 않아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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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갱신 실행 예 (1)매핑 갱신 실행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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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갱신 실행 예 (2)매핑 갱신 실행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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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테스트 실행 예매핑 테스트 실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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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자료형복잡한 자료형

 배열 자료형 배열 자료형
• 다 수의 같은 자료형을 기술

• 색인 후에 배열 원소의 순서는 유지하지 않음

 빈 필드
ll 값은 필드의 값이 없음을 표시• null 값은 필드의 값이 없음을 표시

• 다음 예는 모두 빈 필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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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자료형 – 객체 (Object)복잡한 자료형 객체 (Object)

 필드에 객체를 저장 필드에 객체를 저장
• user 필드의 객체 예

• 내부에 name 필드도 객체 자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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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매핑객체의 매핑

 객체는 object 자료형을 갖 객체는 object 자료형을 갖
고, properties 속성 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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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객체의 색인내부 객체의 색인

 루씬(Lucene)은 객체를 지정하지 못해서 엘라스틱서치는 루씬(Lucene)은 객체를 지정하지 못해서, 엘라스틱서치는
다큐먼트의 색인 시에 객체를 아래와 같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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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배열객체의 배열

 내부 객체들의 배열과 색인 예 내부 객체들의 배열과 색인 예

• {age:35} 와 {name: Mary White}의 연관성을 손실• {age:35} 와 {name: Mary White}의 연관성을 손실

• "35세인 Mary White가 있는가? " 라는 질의에 검색 못함

=> 별도의 nested 필드를 사용하여 객체를 기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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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과 제

 자신만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 매핑과 분석 적용 및 실행 예 자신만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 매핑과 분석 적용 및 실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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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참고 자료

 Elasticsearch: The Definitive Guide Getting Started Elasticsearch: The Definitive Guide, Getting Started
• Searching – The Basic Tools

•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guide/current/search.
html

• Mapping and Analysis

• https://www elastic co/guide/en/elasticsearch/guide/current/mappin• https://www.elastic.co/guide/en/elasticsearch/guide/current/mappin
g-analys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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