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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웹은 형식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개념화하여 기계가 사람과 유사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웹상의 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의미있게 관련지어 정보접.

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언어란 에서 시맨틱웹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W3C XML

기반의 등과 같은 것이며 이는 자원을 주어 술어 목적어 의 트리플RDF/RDFS/OWL , (Subject), (Predicate), (Object)

형태로 표현한다 트리플 형태로 표현된 대용량의 자원을 저장 및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트리플(Triple) .[1]

전용 레파지토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트리플로 표현된 대용량의 자원을 저장 및 처리 관리하기 위한 트리. ,

플 레파지토리 개발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안한다.

트리플 레파지토리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리플 레파지토리의RDF

기본 저장 단위는 그림 에서 제시하한 것처럼[ 1]

이다 는 여러개의 로 구성 가능하Store . Store Store

며 하나의 는 와, Store Repository Index, Query

구조를 갖는다Processor .

는 트리플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Repository RDF

저장하며 각 데이터들은 리소스들에 대한 중복 처,

리 및 프리픽스 적용 등 트리플 데이터에 최적화하

여 저장 관리된다 는 다음의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 Repository 6 .

실제 트리플들의 구성 정보 및 노드 정보 관리(1) Triple Data :

각 노드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관리(2) Node Data :

노드 세그먼트들에 대한 세그먼트 정보 관리(3) Node Segment Information : (Segment Information)

레파지토리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차후에 복원이 가능하도록 백업 로직 지원(4) Redo Log :

노드 데이터 중 리소스들에 대한 정보 관리(5) Resource Information :

네임스페이스 관리(6) Namespace :

트리플 정보들은 고정 크기의 세그먼트 단위로 저장되며 세그먼트는 개의 트리플 정보들로 구성된다 하나의, n .

트리플 정보는 트리플 아이디 삭제 플래그 및 노드 아이디로 구성된다 각각의 트리, , Subject, Predicate Object .

플들은 추가되는 순서대로 아이디가 할당되어 저장되는 구조이며 질의 수행 시 찾고자 하는 트리플 아이디가 존재,

하면 트리플 아이디 세그먼트 당 개수의 몫 을 계산하여 세그먼트의 번호를 찾은 후 세그먼트를 로딩하고 로딩한" / " ,

세그먼트에서 트리플 아이디 세그먼트 당 개수의 나머지 를 계산해서 트리플을 찾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 " .

노드 정보들은 가변 크기의 세그먼트 단위로 저장하였으며 세그먼트는 개의 노드 정보들로 구성하였다 하나, n .

의 노드 정보는 중 하나의 노드 타입을 갖고 타입에 해당하는 노URIref, Blank, Plain Literal, Typed Literal ,

드 값을 갖는다.

는 트리플의 각 에 대한 인덱스이며 내용을 키로 를 값으로 구성하Index Subject, Predicate, Object , Triple ID

는 구조를 이용했다 이러한 인덱스 구조는 각 노드의 내용에 대한 색인을 미리 구성함으로써 해당되는BTree .

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구조이다 각각의 인덱스는 다음의 가지 구조로Triple ID . Subject, Predicate, Object 3

구성된다.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5, No.1(A)



실제로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 구(1) BTree Index :

조로 및 캐쉬 구조 사용B+Tree

에 대한 값이(2) Overflow Index : Key Value BTree

의 한계를 넘을 경우 별도로 저장되는 인덱스

동적으로 추가되는 인덱스(3) Temporary Index :

정보를 임시 메모리로 관리

또한 인덱스 구성 시 각 노드마다 다양한 형태의 값

을 갖을 수 있으므로 이는 일반화되어 저장되며,

를 제외한 인덱스 구성 요소들은 파Temporary Index

일 형태로 저당된다 이렇게 구성된 인덱스 정보를 활.

용하여 질의가 들어오면 그래프 패턴으로 변환SPARQL

후 변환된 그래프 모델을 이용하여 질의 결과SPARQL

를 수행한다 인덱스 각. Subject, Predicate, Object

각의 텀 들에 대한 결과를 오퍼레이션(Term) &(and)

하여 최종 결과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를 제공하며Query Process

질의와 데이터 관리를 위한 를 제공SPARQL Java API

한다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흐름은 그림. SPARQL [ 2]
와 같다.

결론 및 향후 전망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리플 전용 레파지토리RDF

는 자바 기반으로 차 개발이 완료되었다 그렇기 때1 .

문에 다양한 환경 및 방법에 기반한 실험과 평가가 필

요한 시점이다. LUBM(Lehigh University BenchMark)

은 온톨로지 로딩이나 질의 수행과 관련된RDF/OWL ,

평가를 수행하는 표준화된 방법론을 제공한다 본.[2]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리플 레파지토리의 트리플RDF

로딩 및 질의 수행 결과는 표 와 같다 트리플[ 2] . RDF

로딩이나 저장 알고리즘에서의 튜닝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한 결과이며 향후 프,

로그램 튜닝을 수행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트리플RDF

레파지토리는 시맨틱웹 기술을 적용

하여 의미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구

축을 위해 꼭 필요한 시맨틱웹 기반

기술에 해당한다 최근 국내에서 수.

행되는 관련 연구나 기술 개발 성향

을 보면 너무나 서비스 구축에만 치

중하여 정작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

지 못하고 특정 서비스나 환경에서

만 활용 가능하거나 너무 학술적으

로 연구에만 치중하여 실제 상용 솔루션화하기 어려운 연구로써의 연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기.

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 모두 중요하지만 실제 상용 솔루션화 할 수 있으며 특정 기술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력

을 확보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트리플 레파지토리는 대용량의 트리플을. RDF RDF

보다 신속하게 로딩하고 처리하며 용량이 커져도 시스템의 부하가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트리플을 저, RDF

장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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