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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3C에서 표준 온톨로지 언어로 OWL을 채택함에 따라 많은 온톨로지들이 OWL로 기술 및 

구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용량의 OWL 문서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Jena, Protégé, Sesame, FacT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Jena2의 

저장소 모델이 단일 테이블에 문서의 정보를 저장하여 대용량의 OWL데이터의 처리에 있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대용량의 OWL 문서의 효율적인 저장, 관리, 질의 가능한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위한 어댑터 및 컨버터를 제안한다. 

  

키워드 : 온톨로지, Jena, OW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1. 서  론 

 

최근 시맨틱 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World 

Wide Web Consortium(W3C)표준으로 규정된 시맨틱 웹 

온톨로지 언어(RDF, RDFS, OWL 등)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멘틱 웹 [2]이란 

컴퓨터가 인간처럼 웹 상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인지하

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자원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

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찾아주는 

차세대 지능형 웹을 의미한다. 시멘틱 웹의 주요 기술로

는 온톨로지 기술이 있으며, 온톨로지는 웹 상의 자원들

을 정의하고 자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표현

한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온톨로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온톨로지 언어가 필요하며, 온톨로지

를 기술하기 위한 대표적인 언어로는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 [3],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Schema(RDFS) [4], DAML+OIL 

[6], Web Ontology Language (OWL) [5] 등이 있다. 또

한 OWL, DAML, OIL은 RDF, RDFS와는 달리 추가적으

로 추론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OWL은 RDFS와 

DAML+OIL에서 확장된 언어로서 보다 풍부한 단어집을 

 

 

보유한다. 따라서 다양하고 세밀하게 자원들의 개념 및 

관계를 기술할 수 있고, 추론을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표

현력을 지닌다. W3C가 OWL을 표준 온톨로지 언어로 

지정함에 따라 추후 대부분의 온톨로지 데이터들은 

OWL로 기술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최근 RDF, RDFS, 

OWL, SPARQL [1]등의 언어를 위한 프로그램 환경에서 

규칙 기반 추론 엔진을 포함하고 있는 Java 프레임워크

인 Jena [7]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Jena2는 OWL 데이터에 대한 저장모델 자동 생성 시 

물리적 스키마 구조가 단순하고, 이로 인해 많은 OWL

관련 시스템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화된 

단일구조로서 단일테이블에 정보들이 저장함에 따라 대

용량의 OWL 데이터에 대한 저장 및 질의 시 성능이 저

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0],[11]. 

이 논문에서는 단순 선택 연산 (Simple Selection)은 

물론 조인 연산이 요구되는 질의에 대한 성능이 저하되

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Jena2 API를 그대로 사

용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 및 질의처리를 제공하

는 저장 모델 개발과 이를 위한 어댑터(Adapter)및 컨

버터(Converter)를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Jena2 프레임워크 *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BK 21 2단계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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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Hewlett-Packard 연구소에서 개발된 

시멘틱 웹 프레임워크인 Jena2의 기본적 아키텍처와 

Jena2 API의 RDBMS 기반 저장 모델에 대해서 

기술한다. 

 

2.1.1 Jena2 구조 

그림 1은 Jena2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1 Jena2 구조 

 

Jena2는 자바로 구현되어 자바언어가 갖는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RDF 파서도 제공한다. 

또한 내부적인 추론은 그래프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한다. Jena2 프레임워크의 가장 주요부분은 RDF 

API이다. 이 외에 추론 관련 API, 질의 언어, 네트워크 

API 및 저장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DF API는 RDF 그래프에 대한 생성, 처리, 그리고 

질의를 지원하고 메인 메모리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여러 저장기술들을 지원한다. 그림 1과 같이 

Readers와 Writers는 RDF API를 통해서 접근 할 수 

있다. ARP는 Jena2에 포함되어 있는 RDF/XML 

파서이며, RDF/XML문법으로부터 생성된다. 그림 1에서 

RDF API 상위에는 Inference, Query, Network등 3개의 

layer가 존재한다. Inference layer는 RDF그래프에 

정보를 추가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 RDF-S와 

DAML은 기존의 존재하는 RDF 그래프에 정보를 

추가하여 하위클래스의 관계로 구현되어 있다. 질의 

계층 (Query Layer)는 RDQL(RDF Data Query 

Language) [8]이라 불리 우는 RDF그래프를 위한 질의 

언어와 다른 질의 언어 등으로 구성된다. 시멘틱 질의 

언어의 핵심은 RDF 트리플에 대한 패턴을 

기술함으로써 원하는 트리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덱스는 단일 트리플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네크워크 계층 

(Network Layer)는 원격 RDF데이터베이스를 갱신 시킬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Jena2는 시멘틱 웹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API들을 제공한다.  

 

 2.1.2 Jena2 저장소 구조 

 Jena2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DF의 영속적 

저장에 대해서 제공한다. 그림 2는 특정 OWL파일을 

로드 한 후 Relational Database API를 이용하여 

상용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키마를 

나타낸다. Jena2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OWL파일을 

저장할 때 총 7개의 테이블만이 생성된다. 문서에 대한 

실제 데이터정보는 “jena_gntn_stmt”의 단일 테이블에 

저장된다. 읽어 들인 OWL파일의 분석된 데이터 

정보들이 subject-property-object의 컬럼으로 구성된 

하나의 테이블에 분류되어 저장된다.  

“jena_gntn_stmt” 테이블에 저장될 값들 중 일정 크기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갈 경우에 테이블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터럴과 URI정보가 저장되는 

별도의 테이블인 “jena_long_lit” 와 “jena_long_uri”를 

구성하고 이를 참조하는 형태로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접두사에 대해서는  

“jena_prefix” 테이블에 저장하고 이를 참조하도록 한다. 

Jena2의 핵심 구조는 노드들의 트리플 집합체인 RDF 

그래프이며 “jena_gntn_stmt” 테이블이 Statement의 

트리플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단일 테이블로서 질의가 표현되는 경우에는 

테이블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단순정보검색을 위한 질의 

시 속도가 저하되고, 조인 연산 시 두 테이블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인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림 2 Jena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저장 스키마 

 

3. JeSPi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기존 Jena2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JeSPi (Jena Storage Plug-in 

for Enhanced Query Processing)을 제안한다. JeSPi는 

Jena2에 Plug-in형식으로 추가하여 제안하는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생성 하여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JeSPi를 

구성하고 있는 최적화의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서술하고 JeSP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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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컴포넌트인 어댑터와 컨버터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1. JeSPi 개념구조 

그림 3은 기존의 Jena2 API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저장과 질의를 위한 새로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저장 개념구조 이다. 

그림 3 JeSPi 개념구조 

 

Jena2 API를 이용한 JeSPi는 두 가지 컨포넌트를 

통해서 실행 가능하다. 첫 번째 컨포넌트는 Jena2 

API를 이용하여 OWL 문서가 제안하는 어댑터를 거쳐 

새로운 개념의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형태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두 번째 

컨포넌트는 Jena2 API를 이용하여 이미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모델을 마이그레이션(Migration) 하기 

위한 컨버터를 거친 후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변환한다. 두 가지 컨포넌트 모두 

기존의 Jena2 API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개념을 Plug-In 

형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생성 및 변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JeSPi는 새롭게 저장되는 OWL문서와 

기존에 이미 저장되었던 OWL문서의 관계형 정보들을 

모두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3.1.1 O3ReM 구조 

이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컨포넌트들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최적화의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안하는 O3ReM (Optimized OWL Ontology 

Relational Database Model)은 기존의 Jena2 

프레임워크에서 단일테이블로 생성되었던 구조를 OWL 

문서의 의미론적 입장에서 Class, Property, Individual로 

분류하여 구조화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O3ReM의 

구조를 세 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제안하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테이블 구조에 대한 적용 범위는 OWL DL에만 한정한다. 

OWL Full에서는 각 요소의 관계가 유연하기 때문에 

Class와 Property 그리고 Individual간의 관계를 큰 

제약조건 없이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스키마 

 

그림 4는 데이터 정보들이 단일 테이블로 저장되었던 

기존 Jena2에서의 저장구조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OWL 문서의 의미를 Class, 

Property, Individual로 분류하여 각각의 데이터 

정보들을 테이블에 저장한다. 1계층은 Property와 

Class의 해당 정보에 대한 테이블로 구성되며, 각 

테이블은 주 키 값인 ID와 데이터 값인 Name 컬럼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클래스 간의 부모에 해당하는 

Class와 부모에게 포함되어 있는 자식관계에 대해서는 

CLASS HIERARCHY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질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까지 

추론하여 보다 정확한 질의결과를 생성할 때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 외에도 OWL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양한 제약조건 (Restrictions, Axioms)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질의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추가적인 테이블을 통해 정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rdfs:subClassOf 조건만을 다루고 이 외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내용을 남겨 둔다. 2계층에서는 

Individual-Property-Individual 형태의 Instance와 

Class-Property-Class형태의 Concept이 각각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계층은 Class와 

Individual의 관계를 매핑 시킬 수 있는 테이블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1계층에 클래스 테이블에는 “Prof”와 

“Student”의 데이터 레코드가 저장되고 프로퍼티 

테이블에는 “teach”의 데이터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다. 

이때 2계층에서는 1계층에서 삽입된 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클래스와 클래스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어서 3계층의 테이블에서는 Individual의 데이터 

레코드인 “baik”과 “shin”을 Is-a관계의 Class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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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됨으로써 Individual-Property-Class의 관계를 

표현한다. 즉, individual의 레코드 데이터 “baik”과 

class의 레코드 데이터 “Prof”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individual의 레코드 데이터 “shin”과 class의 

레코드데이터 “student”와 관계 역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계층에서의 Individual간의 관계를 

Individual-Property-Individual의 테이블 구조로 

표현하여 “baik”-“teach”-“shin”의 관계와 의미를 알 

수 있다. 

 

3.1.2 어댑터 (Adapter) 

그림 5는 그림 3에서 Jena2 API를 이용하여 JeSPi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한 첫 번째 컨포넌트인 어댑터 

구조이다. JeSPi에 로드된 OWL Data Sets은 Jena2 

API에 의해 기본적인 온톨로지 모델을 생성한다. 

온톨로지 모델은 어댑터의 추출 및 변환 단계를 거쳐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변환된다.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관계형 테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조화하여 

생성한 후 데이터들을 지정된 규칙기반으로 저장한다. 

 

그림 5 어댑터 구조 

 

어댑터는 OWL 데이터 정보에 대해 추출하고 분류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임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부분,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OWL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추출하고 분류하는 

부분에서는 Jena2 프레임워크의 API를 이용하여 

읽어들인 OWL Data Sets의 의미를 분석한 후 요구하는 

정보들을 그림 4의 최적화의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테이블 구조로 저장될 수 있도록 

정보를 분류한다. 분류된 데이터 정보들을 임시로 

저장할 경우 Memory Area 데이터를 보관한다.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 분류된 데이터 

정보들을 테이블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OWL Data 

Sets을 어댑터의 저장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화된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되면 기존의 

Jena2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하며, 기존의 단일화로 

구성된 저장모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3.1.3 컨버터 (Converter)  

그림 6은 그림 3에서 Jena2 API를 이용하여 JeSPi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한 두 번째 컨포넌트인 컨버터 

구조이다. 컨버터 기존 Jena2 시스템에 의해 이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해 정해진 

규칙을 적용하여 새롭게 제안하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변환한다.   

 

그림 6 컨버터 구조 

 

변환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Jena2를 

이용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이미 정의된 

구조를 최적의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재생성 하기위해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매핑 룰(Mapping rules)을 적용한다. 그 후에 기존의 

Jena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데이터들을 

컨버터의 세부프로세스를 통해 기존 저장된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분석 및 분류작업을 한다. 분류된 데이터 

정보들은 새롭게 제안하는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변환한다. 컨버터의 세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 저장된 Jena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저장된 구조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각 구성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 이후 Jena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데이터들을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어떻게 재구성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매핑 정보들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매핑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재생성한다. 이는 Jena2를 

이용하여 이미 저장된 단일 테이블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4. 분석 및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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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a2 API를 이용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저장 모델과 

제시한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성능 및 비교평가는 표 1과 같다. 

표 1 비교 평가 

비교항목 Jena 저장 모델 제안모델 

검색 (질의) 속도 느림 빠름 

데이터 중복성 높음 낮음 

데이터 이해의 용이성 낮음 높음 

질의 모델링의 편의성 낮음 높음 

모델 변환의 용이성 낮음 높음 

 

Jena1에서는 트리플 데이터(subject-predicate-

object)를 저장하기 위해 정규화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장 크기 면에서는 

효율적인 장점이 있으나, 질의 시 Statement 테이블과 

리터럴 테이블 그리고 리소스 테이블간에 많은 횟수의 

조인연산을 필요로 해야 하는 단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Jena2의 경우 Jena1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정규화를 시킴에 따라 Jena1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검색 시간과 조인 연산의 횟수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테이블 공간이 커지는 

단점이 있고 이는 단순 선택 연산 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비정규화가 높아 여전히 조인 

연산 시 불필요한 정보를 액세스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성능 저하를 가져온다.  

제안 모델은 OWL에서 정의한 Class, Individual, 

Property의 개념을 이용하여 OWL 문서의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단순정보검색 

질의 시 Jena2에서 비 정규화된 테이블 구조로 저장할 

때보다 질의 응답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조인 

연산 시 두 테이블의 크기로 인하여 조인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빠른 검색 및 질의 

속도를 보장할 수 있다. 기존 모델의 경우, 데이터 

정보가 저장되는 주요 테이블이 단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중복성이 높지만 제안된 모델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속성을 분류함으로써 중복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중복성이 낮다. 데이터 이해의 

용이성이란 저장소의 데이터 구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Jena2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단일 테이블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 

사용자로 하여금 분류를 거친 후에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되는 모델에서는 의미상으로 이해하기 

편리하게 구조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질의 모델링을 

하는 개발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또한 문서들에 대해서 의미상으로 직관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로 변환할 때에도 역시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저장 모델은 

rdfs:subClassOf 조건을 별개의 테이블에 저장함으로써 

계층 구조에 대한 조건 판단이 요구되는 질의에 대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논문에서는 Jena2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 OWL 온톨로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시맨틱 웹 온톨로지 

언어로 기술된 OWL 문서의 저장, 관리, 질의처리 

기법을 높이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특정 시스템이나 환경에 국한 

하여 저장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 

따라 임의 저장 모델을 직접 정의하고 생성하며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현재의 

Jena2 저장소 모델과의 정량적 비교평가 작업이 

요구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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