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dic Search Engine 0.1 API
C# Version

( only SENDIC 2.0 interface )

본 문서는 SSE(Sendic Search Engine) Project 를 진행 중인
R&P 에서 작성 하였으며 개방형 검색엔진인 SSE 0.1을 이용
하여 자신에게 맞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 할 수 있는 API
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습니다.
SSE는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본 문서는 꾸
준히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최신 문서는 http://cafe.naver.com/rprogramming.cafe 에
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2009.09.18 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AG
-R&P ○

1. 개발 환경
제공된 c# dll 형태나 기타 c# 라이브러리 형태를 사용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에서 적용 할 수 있다.
여기서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08의 c# 관련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설명 하겠다.
(1)

visual studio 2008을 실행 시켜서 SSE 라이브러리를 적용시킬 기존의 프로젝트를 열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 한다. 여기서는 Console Application Project 를 생성한다.

(2)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제공된 라이브러리를 참조 할 수 있도록 추가 한다.
여기서는 제공된 dll 라이브러리를 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 한다.
visual studio 의 solution explorer 에 Reference 부분을 볼 수 있다.
Reference 부분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 하고 Add Reference 를 클릭한다.

나타나는 창에서 Browse 를 선택 하고 제공된 SendicSearchLibrary.dll 를 선택 하게 되면
SSE 라이브러리가 프로젝트에 추가 된다.

추가된 라이브러리는 solution explore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 Sendic Class (using SendicEngine.App)
(1) 개요
Sendic Class 는 SSE API를 이용하여 SENDIC 2.0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구현된 class
이다. 따라서 Sendic Class 를 분석하면 SSE API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2) 멤버 메소드
define
Sendic(string filename)

explanation
생성자.
filename= 검색할 파일명.

void Search(string str)

검색을 한다.
str= 검색할 단어

void GetPage(int page)

Search에서 검색한 결과를 page 단위로 접근 할 수 있
도록.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page = 가리켜야 하는 page (1부터)

void GetPageTranslate(int page)

GetPage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Semantic 데이터도 구
하게 된다.
page = 가리켜야 하는 page (1부터)

string[] FindCntSents(int wcnt)

정해진 개수의 word 로 이루어진 sentence를 100개까
지 구한다.
wcnt = sentence 를 구성하는 word 의 개수
return = 검색한 sentence의 string 배열

void SelBlockData(int indicate)

block 에서 특정 데이터를 가리키다.
indicate = 가리키는 데이터의 순서 번호 (0부터)

void MovePreBlock()

검색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에서 이젂 블록으
로 jump 하여 이젂 블록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한
다.

void MoveNextBlock()

검색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에서 다음 블록으
로 jump 하여 다음 블록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한
다.

void MoveBegin()

Search 한 초기 블록으로 다시 접근 할 수 있도록 초
기 블록을 가리킨다.

SDATA GetSDATA()

검색한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는 SDATA class 를 구한
다.
return = 검색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SDATA

(3) 멤버 변수
name

explanation

_count

검색한 데이터의 수

_TotalPage

검색한 데이터에 대한 총 페이지 수

3. SDATA Class (using SendicEngine.App)
(1) 개요
검색된 결과 데이터를 접근 할 수 있는 iterator 역할을 한다.
(2) 멤버 메소드
define
SDATA(int size)

explanation
생성자.
size = 저장 관리할 sentence 의 개수

int GetLen()

검색한 데이터 중 현재 가리키고 있는 page 에서의
sentence 수를 구한다.
return = 검색된 sentence 수

string[] GetSentens()

검색한 sentence 를 구함
return = 검색한 sentence 의 string 배열

string[] GetTranslation()

검색한 sentence에 대한 해석 데이터를 구함
return = 검색한 sentence 에 대한 해석데이터 string
배열

string[] GetPreBlock()

현재 가리키고 있는 검색된 데이터의 이젂 블록을 구
함
return= 검색된 이젂 블록의 sentence string 배열

string[] GetNextBlock()

현재 가리키고 있는 검색된 데이터의 다음 블록을 구
함
return= 검색된 다음 블록의 sentence string 배열

(3) 멤버 변수
_len = 검색된 sentence 수
_PreLen = 이젂 블록 sentence 수
_NextLen = 다음 블록 sentence 수
_ tlen

= 해석 데이터 수

4. Sample Code

(1) 검색된 데이터 구하기
검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SSE에서 지원하는 index 구조로 구성된 index
파일이 있어야 한다. filename.index, filename.sen , filename.kor(선택사항)
Make indexing 기능은 Sendic Class 에서 지원하지 않고 별도로 제공된다.

Script.sdc 검색

(2) get pre block of first sentence
검색한 sentence 중에 특정한 sentence 를 선택해서 pre block 을 구할 수 있다.

Script.sdc 검색 데이터 중 첫 번째 sentence 의 pre block 구함

(3) jump block
검색한 sentence 중에 특정한 sentence 를 선택해서 pre block 이나 next block 로
Jump 하여 연속적으로 pre block 이나 next block 를 구할 수 있다.

Script.sdc 검색 데이터 중 첫 번째 sentence 의 pre block jump 하여서 연속적으
로 pre block 를 구함

Pre Block

First jump pre block

Second jump pre block

(4) 해석 데이터 구하기
검색한 sentence 와 관계 있는 해석 데이터를 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Trans.sdc 검색 하여 sentence 와 해석 데이터를 같이 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