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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RDF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RDF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또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래프 형태인 

RDF 데이터를 테이블로 바꿀 때, 동일한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어 검색 시 불필요한 연산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복저장 및 불필요한 검색을 줄이기 위해 색인을 주어(S), 목적어(O) 색인과 이들

의 중복 값을 별도의 색인을 만들고, 검색 시 중복 값을 확인하여 필요한 색인만 검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에서 본 기법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검색을 줄여서 전체적인 검색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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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시맨틱 웹 개념의 적용을 위해 웹 자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XML기반의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RDF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RDF 저장 방법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짐에 따라 RDF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RDF 데이터의 저장방식은 관계, entity, 그래프 기반 등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관계관점은 주어(S), 술어(P), 목적어(O)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RDF 트리플을 테이블에 저장 하는 방식이며, 

이는 RDF의 그래프 특성에 따라 질의 응답 시 많이 발생되는 셀프 

조인에 대한 대응이 주 목적이다. 

Entity 관점은 RDF 그래프의 자원을 하나의 객체로 보고, 관련된 

모든 특성과 값(O)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질의 응답 시 데이터를 

조인하는 관계 관점과 달리 저장된 entity를 반환한다. 

관계관점의 연구들은 주로 효율적인 질의 처리에 대한 연구이다 

[2, 3, 4]. 색인을 구성하고 검색하는데 있어 색인의 크기 증가, 중복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 하며, 본 논문에서는 S, O의 중복 값을 

별도의 색인으로 만들고 중복 값을 제외한 S와 O 색인을  만들어 

불필요한 검색을 줄여 색인의 검색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법을 제안한

다.

II. Related Work

RDF는 XML에 기반하고 있으나, XML의 저장은 대부분 경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도 저장[5]하는데 반해 RDF는 일반적으

로 트리플로 표현 되기 때문에 경로 정보가 크게 고려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RDF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할 때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대부분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를 

key로 하는 값을 저장하고 별도의 사전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

다. 데이터에 값을 부여하는 방법은 해시함수를 사용하거나 순차적으

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1].

Hexastore[2]는 여섯 개의 색인을 만들어 다양한 질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복 저장되는 값이 많아 색인의 크기가 크다. 

또한 TripleT[3]는 한 개의 색인에 S, P, O 구분 없이 중복 값을 

제외하여 저장하고, bucket을 이용하여 각 값에 해당하는 나머지 

값들을 저장한다. 하지만 색인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S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O와 P를 포함한 색인 전체를 검색해야 한다. Tridex 기법[4]

은 S, O, P에 대해 각각 색인을 만들고, 각 색인에는 관련된 나머지 

두 개의 값을 저장한다. 이 기법은 S와 O의 값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값을 찾을 때 중복되지 않은 값을 검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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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S와 O에 대한 색인을 각각 만들면 S와 O에 중복 존재하는 값(이하 

S·O)이 색인 전체에 두 번 들어간다. S와 O에서 S·O를 뺀 것을 

각각 S', O' 라고 하자. S로만 사용되는 s를 찾을 때 S색인을 검색하면 

S' 및 S·O까지 검색을 하지만, S', O', S·O를 구분하여 만든다면 

S'색인만 검색하면 된다. 따라서 색인을 세 개로 구분하여 만들고 

사전 테이블 생성 시 S·O를 확인 및 표시하고 질의 처리 시 해당 

데이터가 S·O인지 확인한다. 그림 1은 ‘a’, ‘b’, ‘c’가 중복된 S, 

O색인을 S', O', S·O색인으로 만드는 예시이다.

S O

→

S'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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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 O', S·O 색인

IV. Experiment

실험은 LUBM를 기반으로 임의 생성한 RDF 데이터에 대해 먼저 

일반 색인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중복이 제거된 색인을 만드는 

시간을 측정하고, S와 S' 색인을 검색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

다. 색인 생성 시간은 데이터 크기(즉, RDF 트리플의 크기)가 10MB일 

때 일반적인 색인과 제안 기법에서 각각 2.8초, 2.4초이다. 160MB일 

때에는 각각 56초, 75초이다. 데이터의 크기가 클수록 제안 기법의 

색인 생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검색 시간에서는 데이터의 크기가 160MB일 때 S색인은 

13.9msec, S'색인은 4.9msec로 일반 대비 35% 정도의 검색시간만 

필요하였다. 데이터를 2000개 이상 검색을 하면 18초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중복을 제거하여 검색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S와 O의 중복 데이터는 따로 검색 

하도록 하여 검색시간을 단축하였다. 실험을 통해 색인 생성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검색 시간은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인에 데이터 변경이 없는 경우, 색인 생성은 일회성 작업이므로 

검색 횟수가 많을수록 제안 기법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제안 기법은 

S와 O의 중복 정도에 따라 효과가 적어질 수 있다. 향후에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Fig. 2. 데이터 크기에 따른 색인 생성 시간

Fig. 3. 데이터 크기에 따른 색인 검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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