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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연구로부터 다양한 온톨로지들이 구축되었다. 온톨로지가 표현하는 영역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온

톨로지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나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저장방법은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온톨로지

의 사용방법 중 서술 논리를 사용한 추론은 온톨로지의 크기가 작아도 연산이 매우 많이 필요하여 실제

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점차 커지는 온톨로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온톨로

지를 컴퓨터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법과 컴퓨터 클라우드에 저장된 온톨로지를 추론하기 위한 프레임워

크를 제안한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효율적임을 보였다. 

 

1. 서  론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온톨로지는 T. R. Gruber의 언급에 따라 "특정 관심영역

에 있어서, 정형화되고 명확한 개념의 명세[1]"라고 정

의할 수 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계가 사

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지식 표현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온톨로지는 그 근간으로 XML[2]을 사용

하며 W3C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RDF[3], OWL[4]등의 

미리 정의된 어휘를 사용하여 관심영역에 대한 지식을 

기술한다. 일반적인 온톨로지는 특정 영역에 대하여 만

들어지므로 그 크기가 방대하지 않다. 일례로 시맨틱 웹

을 이용한 지식기반 시각 미디어 검색 프레임워크 연구

[5]에서 구축된 미술 작품 온톨로지는 스키마 부분과 

데이터 부분을 별도의 파일로 구축되었으며, 스키마 부

분에는 9개의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 8 종류를 구축

하였으며 데이터 부분은 미술 작가, 미술 작품, 화풍, 

주제, 기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00명의 작가와 그들

의 대표 작품 500점에 대하여 구축되었고, 작가를 설명

하기 위한 관계로 이름, 대표 작품, 화풍의 3개가 관계

가 구축되어 있으며 각 관계 당 평균 58바이트의 크기

로 구축되었다. 
 

표 1. 미술 작품 온톨로지의 스키마 부분 

개념 관계 총 크기(바이트)

9 8 2318 

 
 

표 2. 미술 작품 온톨로지의 데이터 부분 

데이터 갯수
총 

크기(바이트) 

평균 

크기(바이트) 

사용한

관계

관계당 평균

크기(바이트)

작가 500 명 88166 176 

이름, 

대표 

작품, 

화풍

58 

작품 500 점 89332 178 

작가, 

주제, 

기법

59 

화풍 34 종 12497 367 작가 - 

주제 9 종 21387 2376 작품 - 

기법 18 종 639 35 - - 

 
온톨로지를 서술하는 한 방법인 RDF 3항-구조(triple)

의 개수로 보면 한 명의 작가는 6개의 3항-구조로 서술

되며, 한 개의 작품은 4개의 3항-구조로 서술되므로 

500명의 작가와 500개의 작품은 5000개의 3항-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화풍, 주제, 기법 등의 데이터와 

스키마 부분을 합치면 전체 미술작품 온톨로지는 약 

5100여개의 3항-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규모

는 기존의 DBMS와 온톨로지 추론엔진을 통하여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이다. 하지만 분야에 따라 온톨로지

의 크기는 천차만별로 바뀐다. 바이오 의학 분야의 연구

자들[6]은 이미 10억 개가 넘는 3항-구조를 다루고 있

다. 이러한 대규모의 온톨로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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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기가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크기가 요

구되며, 이러한 대용량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한대의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컴퓨

터를 이용하여 분산 컴퓨팅과 같은 병렬 처리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기존의 많이 사용되고 있는 Jena[7] 같

은 온톨로지 추론 엔진들은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많은 

성능 저하를 보인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하나의 컴

퓨터상에서 동작하므로 대용량 온톨로지를 저장하고 사

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항시 주 메모리에 사용 중인 

온톨로지를 저장함으로서 저장할 수 있는 3항-구조의 

개수는 컴퓨터의 주 메모리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Jena의 경우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MySQL같은 데

이터베이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추론과 같은 실제의 사

용을 위해서는 컴퓨터의 주 메모리로 모든 데이터들을 

불러들여 메모리상에 온톨로지 구조를 만들고 사용자의 

질의를 처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외에서

는 RDF형식의 온톨로지를 다수의 컴퓨터로 구성된 컴

퓨터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SPARQL[8] 질의어 형식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9]가 진행되고 있는 등, 

대규모의 온톨로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려는 연구가 막 

시작되고 있다.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진행

하였던 위의 연구는 대규모 온톨로지를 "rdf:type"에 따

라 여러 개의 분할로 나누어 분산 처리의 입력으로 사

용하였으며 온톨로지 질의어인 SPARQL을 여러 개의 

작업으로 나누어 Hadoop[10]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을 

통하여 실행시켜 결과를 얻어 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규모 데이터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확장성은 정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시맨틱 웹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용량 온톨로지를 저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

용량 온톨로지를 클라우드 컴퓨팅 프레임워크의 한 종

류인 하둡과 이를 바탕으로 구동하는 분산 데이터베이

스인 Hbase[11]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구조를 

제안하고 제안한 저장구조를 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2. 관련연구 

2.1 Jena의 저장 구조 

기존의 온톨로지 추론엔진 중 대표적인 Jena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온톨로지를 보관할 수 있다.  

Jena가 온톨로지를 보관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3. Jena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 

필드명 값 의미 

Subject varchar 주어부 

Predicate varchar 서술어부 

Object varchar 목적어부 

 

위의 저장 구조는 Jena 추론엔진에서 온톨로지를 

보관만 하는 구조로 사용한다. Jena 추론엔진에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톨로지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들여 주 메모리상에 온톨로지 

모델로 구축하여야 하므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제공하는 다양한 검색, 인덱스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 

 

2.2 하둡 분산 프레임워크 

Hadoop은 구글의 분산 컴퓨터 환경을 오픈소스로 구

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출발한 프로젝트로서 Hadoop 분

산 파일 시스템(HDFS)와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를 제공하는 Hbase로 구성되어 있다. HDFS는 구글의 

GFS[12]를 오픈 소스로 구현한 결과물이며,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분산되어 있는 수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기 위

해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이다.  

Hbase는 Hadoop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이

터베이스로서 구글의 Bigtable[13]로 부터 시작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다. 는 기존의 RDBMS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기반(Column-based)의 데이터

베이스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째, 하

나의 행에 해당하는 일련의 값들은 "열 집합(column 

family)"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으며 동일한 열 집합은 

같은 prefix를 가진다. 둘 째, 열 집합은 테이블의 최초 

생성 시 만들어져야 하지만, 각각의 열들은 필요에 따라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고 같은 열 집합은 

파일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같이 저장된다. 셋 째, 

Hbase는 인덱스가 없다. 테이블의 값은 row key에 의

하여 정렬되어 있으므로, 인덱스가 비대해지는 경우가 

없고 따라서 삽입 연산의 성능이 테이블의 크기와 무관

하다. 넷 째, Hbase는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산한다. 

테이블이 커짐에 따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사용가

능한 노드에 자동적으로 분산 저장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Hbase

의 특징을 온톨로지의 특징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저

장 구조를 제안하였다. 

 

3. 제안하는 저장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저장 구조는 하둡의 분산 데이

터베이스인 Hbase에서 적용가능하며, 추론엔진이 효과

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였

다.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성격인 Hbase

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

표를 수립하였다. 

 

목표 1: 온톨로지의 TBox 부분과 ABox 부분을 나누

어 저장한다. TBox는 온톨로지의 구조를 나

타내는 부분으로서 ABox에 비하여 사용해야 

하는 빈도가 월등히 높으므로 별도로 저장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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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주어부가 같은 트리플을 같은 노드에 저장한

다. 하나의 주어가 사용되면 그 주어와 연관

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들도 사용될 확율이 

높다.  

목표 3: 3가지 주요 질의 형태 3가지(유형 1: [주어, 

서술어, ?x], 유형 2: [주어, ?x, 목적어], 유

형 3: [?x, 서술어, 목적어])를 효과적으로 검

색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 4: 저장 구조의 크기를 제약하지 않는다. 본 저

장구조는 분산 파일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구동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가정한 것이

므로 데이터의 중복을 피하지 않는다. 또한 

온톨로지는 한번만 쓰여지고 많이 읽어 사용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이 

데이터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목표 5: 온톨로지가 각각의 분산 데이터 노드에 고르

게 분산되어 저장 되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표 4와 같은 

구조를 제안한다.  

 

표 4. 제안된 온톨로지 저장 구조 

행 

값(row 

key) 

타임스

템프 

(Timest

amp) 

열 

집합 

"predi

cate" 

  

열 집합 

"object"  

  

NS#la

st 
NS#work

.

.

. 

NS#Pain

ting_1 

NS#Pain

ting_2 

.

.

.

NS#Pai

nter_1 
5 

 

NS#Paint

ing_5    

 
4 

 

NS#Paint

ing_4    

 
3 

 

NS#Paint

ing_3    

 
2 

 

NS#Paint

ing_2    

 
1 

LastNa

me1 

NS#Paint

ing_1  
NS#work NS#work

NS#Pai

nter_2 
5 

 

NS#Paint

ing_10    

 
4 

 

NS#Paint

ing_9    

 
3 

 

NS#Paint

ing_8    

 
2 

 

NS#Paint

ing_7    

 
1 

LastNa

me2 

NS#Paint

ing_6    

 
제안하는 저장구조는 Hbase의 행 값에 온톨로지의 

주어부를 사용한다. Hbase의 특성상 같은 행 값을 가진 

행은 한 곳에 모여 저장된다.(목표 2) 검색의 속도를 위

하여 하나의 주어를 기준으로 서술어를 열 이름으로 목

적어를 열 값으로 사용하는 열과 목적어를 열 이름으로 

서술어를 열 값으로 사용하는 열을 생성한다. 이러한 구

조는 데이터의 중복과 저장 공간의 낭비를 가져오지만 

온톨로지의 사용상의 특성과 분산 파일 시스템의 사용

으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더 빠른 검색 속도를 얻을 수 

있다.(목표 3, 4) 그리고 동일한 저장 구조를 사용하여 

온톨로지의 TBox 부분과 ABox 부분을 나누어 저장(목

표 1)하며,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과 Hbase를 사용함으

로서 저장하는 온톨로지가 각각의 분산 노드에 고르게 

분산됨을 보증할 수 있다.(목표 5) 

또한 같은 주어와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목적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Hbase의 타임스템프 기

능을 사용하여 같은 주어(행), 같은 서술어(열)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위의 표 에서 주어 

“Painter_1”은 서술어 “work”로 모두 다섯 가지의 데이

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안하는 저장방법을 사용하여 온톨로지를 질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어부와 서술어부가 주어지며 목적어부를 찾는 
경우: 이 경우는 먼저 row-key 를 이용하여 주어부와 
일치하는 행을 찾고 행의 column-family 중 
서술어부를 기록한 "Predicate" 열에서 일치하는 
서술어부를 찾아서 저장되어 있는 목적어부를 반환한다. 
 
2. 주어부와 목적어부가 주어지며 서술어부를 찾는 
경우: 이 경우는 row-key 를 이용하여 주어부와 
일치하는 행을 찾고 행의 column-family 중 
목적어부를 기록한 "Object" 열에서 일치하는 
목적어부를 찾아 저장되어 있는 서술어부를 반환한다. 
 
3. 서술어부와 목적어부가 주어지며 주어부를 찾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어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바로 
검색 할 수 없으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색한다. 첫 
째, 온톨로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TBox 에서 주어진 
서술어부의 역 관계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있는가를 
검색하여 존재하면 주어진 목적어를 주어부에 사용하고, 
찾아낸 역 관계 서술어를 서술어부에 사용하는 새로운 
질의로 변환시킨 후 1 번의 과정을 수행한다. 둘 째, 역 
관계 서술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어진 서술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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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 주어의 개념(클래스)을 찾고, 모든 행에 
대하여 서술어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의 인스턴스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는 목적어부를 기록한 
"Object" 열에서 일치하는 목적어부가 존재하나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결과로서 주어부를 반환한다. 
 

이상의 제안한 저장구조와 제안한 질의 알고리즘은 

모두 하둡 분산 프레임워크에서의 구현 가능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였다. 

 

4. 구현 및 실험 

실험을 위하여 코어 2 듀오 2.0 Ghz, 주 메모리 2GB, 
하드디스크 100GB 컴퓨터 10 대에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과 Hbase 를 설치하여 컴퓨터 클라우드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컴퓨터 클라우드는 하둡에서 
제공하는 TestDFSIO 클래스를 사용한 성능평가에서 
다음의 표 5 와 같은 성능을 보였다. 

 
표 5. 구축된 클라우드의 성능 

 쓰기 읽기 
파일 개수 10 10 

전체 크기(MB) 100000 100000 
스루풋(MB/s) 15.64 21.70 

평균속도(MB/s) 16.34 24.57 
IO 표준편차 3.48 10.18 
총 수행 시간 104.635 84.66 

 
실험에 사용한 온톨로지는 미술작품 온톨로지를 

다음과 같이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이름"을 "성씨"와 
"이름"으로 세분하고, "작품"도 한 개 이상의 작품을 
서술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작품에서도 대표작을 
별로도 서술하기 위하여 "대표작품" 관계를 추가하였다. 
작가의 개인 정보로서 "생일", "사망일", "태어난 지역", 
"사망 지역", "거주 지역"을 추가하였다. 또한 작가와 
다른 작가 사이의 연관성을 서술하기 위하여 "스승", 
"제자" 관계를 추가하였고, 작가의 작품에 자주 
사용되는 주제를 서술하는 "관심주제" 관계도 추가하여 
작가를 서술하는 관계의 수를 총 11 개로 증가하였다. 
다음 그림은 실험에 사용한 온톨로지의 개념간의 
관계이다. 

 
그림 1. 실험에 사용한 온톨로지의 개념간 관계 

 
실험에 사용할 온톨로지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임의로 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작가 1 만명, 작품 
5 만점과 위치, 등을 포함하여 약 1GB 크기의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은 3 장의 
목표 3 에 기술한 세 종류의 질의 유형을 임의로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표 6. 성능 측정 결과 

구분 
평균 연결 속도 

(ms) 

평균 처리 속도 

(ms) 

질의 유형 1 64 78 

질의 유형 2 65 77 

질의 유형 3 63 150 

 

 Jena 혹은 기존의 추론엔진과의 비교실험은 1GB 

크기의 온톨로지 파일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용량 온톨로지 저장구조는 

하둡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저장구조이며, 대용량 온톨로지의 단순한 저장만이 

아니라 대용량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추론엔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목표로 선정하여 저장 구조를 

설계하였다. 본 저장구조는 기존의 추론엔진과 달리 

저장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추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저장구조의 성능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LUBM[13]과 같은 공개되어 있는 성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과의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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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안한 저장구조와 MapReduce[14]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여 대용량 온톨로지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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