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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상품 온톨로지의 장과 리가 실  방안이라고 할 

때, 의미  계에 한 온톨로지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해서는 인덱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 온톨로지에서 의미  계는 상품 정보 간의 포함 계  분류계

층 구조상의 치 계 등 이  특성을 지닌 계를 포함한다. 이 논문에서는 상품 정보 간

의 포함 계  이  특성을 갖는 의미  계에 한 질의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정보의 갱신에 유리한 넘버링 기법을 사용한 인덱스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roduct information can be practically stored and managed, and also queried when 

we use a relational database. We need to develop a special indexing scheme in order to 

process the queries to ask for the semantic relationships of the product information. Such 

semantic relationships include ISA or taxonomy relationships that have the transitive 

propert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dex scheme to effectively process those queries 

with the transitive property. The proposed index scheme is based on a numbering 

scheme that has relatively low updat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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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 상거래 도메인에서 온톨로지의 실용

 활용을 해서는 온톨로지 정보의 장과 

온톨로지  질의 처리가 가능해야 하고, 이

에 한 실  방안은 RDBMS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품 온톨로지는 상품  서비스, 상

품 분류체계, 상품을 설명하는 속성, 속성과 

련해서 속성 값을 구체 으로 설명해주는 

측정 단 를 주요 개념으로 한다[7].

상품 온톨로지 질의가 잘 처리되기 해서

는 상품 온톨로지의 주요 개념과 이들 간의 

계에 한 정보가 RDBMS에 잘 장되어 

유지 리되고, 계의 특성을 반 한 질의 

처리가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덱

스의 도움을 받거나 추가 인 정보( 를 들

면, 계층 구조 상에서의 치 정보)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온톨로지에서 포함 계 

 계층 구조  계에 한 질의는 이들 

계의 특성인 이 (transitive) 특성 정보가 

질의 처리에 반 되어야 한다.

XML, RDF/S, OWL과 같은 그래  구조

인 온톨로지 정보의 처리에서 요한 포함

계 혹은 계층구조 계에 한 처리를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고 있다[3, 4, 8, 11, 

13～15]. 이들 연구는 트리 혹은 그래  구조

인 데이터에서의 포함 계, 계층 구조에 

한 질의인 조상-후손 계에 한 질의 등 

이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질의 처리를 

한 인덱싱 방법을 제안한다. 이들 연구의 

인덱싱 방법은 그래 에서의 노드 혹은 간선

에 숫자(혹은 이름)을 붙인 넘버링 기법(num-

bering scheme 는 labeling scheme)을 사

용한다. 넘버링 기법을 사용한 인덱스 방법

이 그래  구조의 질의에서 효율성이 뛰어나

지만, 그래 에 새로운 정보가 노드로서 삽

입될 때, 갱신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이 있

다. 갱신 비용 을 이기 한 방법으로, 인

한 노드 간에 일정 간격의 여유를 두어 넘

버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4, 14]. 그러

나 이 방안은 노드에 넘버링을 할 때, 정수 

타입을 사용하므로, 인 한 두 노드 사이에 

여유 간격(공간)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간

격(즉, 번호의 차이)을 두어야 할 지 측하

기 힘들다. 두 노드 사이에 삽입될 새로운 

노드에 넘버링할 수 있는 정수가 없다면, 최

악의 경우, 체 노드를 부 넘버링해야 하

기 때문에, 결국 해야 하는 갱신을 지연시킬 

뿐이고, 근본 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덱스는 실

수 타입으로 넘버링을 하여, 인 한 두 노드 

사이를 더욱 정 하게 넘버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비용의 갱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품 온톨로지에서의 ISA 

계, 혹은 component-of 계와 같이 이

 특성을 고려한 계층 구조에 한 질의 처

리에 효율 인 넘버링 기법을 사용한 인덱싱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는 련연구

이며, 제 3장에서는 상품 온톨로지의 RDB 

스키마를 소개하고, 제 4장은 상품 온톨로지

에서의 상품간의 계층  계 처리를 한 

인덱싱 방법을 제안한다. 이어서, 인덱스의 

갱신 방법과 DAG로의 확장방법을 소개한다. 

제 5장은 제안한 인덱스의 성능에 한 실험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제 6장에서 이 논문

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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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이장에서는 그래  구조 인 정보의 질의 

처리를 해 넘버링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에 

해 소개한다.

XML뿐만 아니라 RDF/S, OWL, 온톨로

지 정보의 장과 질의 처리에 한 최근 연

구는 안정성과 실용성을 보장하는 RDBMS

를 바탕으로 한다. 순서가 있고 방향성 있는 

그래  구조 인 데이터의 DBMS로의 장

과 질의 처리에서 요한 것은 그래  구조 

정보를 잘 장하여 포함 계  계층구조에 

한 질의가 효과 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러한 질의 처리를 해서는 특별

한 인덱스가 필요하며[3], 인덱스 구축에 넘

버링 스키마( 는 라벨링 스키마) 기법[3～5, 

8, 13～15]을 사용할 수 있다.

[15]의 연구는 XML로 표 된 정보를 

RDBMS에 장하고 이에 한 질의 처리에 

한 것으로 XML 문서의 포함 계에 한 

질의 처리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인덱스 방

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인덱스는 XML 문서

의 요소(Element)와 텍스트(text)가 출 하

는 순서에 따라 각각 번호를 붙인 역 인덱스

이다. XML의 요소를 해서는 e-index 테

이블에 정보를 장하고, 텍스트의 정보는 t- 

index 테이블에 장한다. XML내의 요소를 

노드로 해서 구성된 트리 구조의 XML 문서

를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의 순서 로 노드에 

번호를 붙이는 넘버링 스키마방법을 사용한다.

Tatarinov et al.은 [14]에서 XML 트리에 

넘버링 기법 세 가지를 소개한다. 역(Glo-

bal) 순서, 지역(local) 순서, 듀이[6] 순서가 

그 세 가지이며, 역 순서 방법은 트리의 루

트를 시작으로 깊이 우선 탐색의 순서로 넘

버링하고, 지역 순서 방법은 트리에서 형제

(sibling) 노드들의 순서만을 넘버링한다. 이 

방법으로는 조상노드나 손자노드를 찾기가 

어렵다. 역 순서와 지역 순서방법의 장단

을 보완한 것이 듀이순서 방법이다. Dewey 

decimal 분류[6]에 기반한 순서로 넘버링 하

는 것으로, 트리의 루트에서 각 노드의 경로

를 백터로 할당하는 것이다(즉, 루트노드 1, 

자식노드 1.1, 손자노드 1.1.1...). 지역 순서와 

듀이 순서의 넘버링 방법은 새로운 노드 추가

로 인한 트리의 갱신이 필요할 때, 노드 체

를 새로 넘버링 할 필요가 없으므로, 역 순

서 방법보다 트리의 갱신에 있어서 유리하다.

[3]은 RDF/S의 포함 계  조상-후손 

계에 한 질의 처리를 해서 두어(prefix) 

넘버링 방식과 간격(interval) 넘버링 방식이 

효율 임을 실험으로 증명해 다.

두어 방식은 부모노드의 정보를 자식노

드가 유지하는 방법으로 듀이 순서 방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간격 방식은 노드에 

부여하는 시작번호와 끝번호 간에 차이(간

격)을 두어 넘버링하는 기법으로 [1, 5, 8, 15]

이 모두 이 방법에 해당된다.

[5]는 트리에서의 조상-후손 계 검색을 

해 넘버링 기법을 처음 사용하 고, 트리

를  순서와 후  순으로 각각 탐색하여 

트리의 모든 노드에 <preorder, postorder> 

두 개의 번호를 지정한다. 조상-후손 계에 

있는 두 노드는  순서 방법으로는 조상 

노드 번호가 후손 노드의 번호보다 더 작고, 

후  순서일 때는 조상의 노드 번호가 후손

의 번호보다 더 큰 계가 항상 성립함을 이

용해서 조상-후손 계를 알아낸다. [8]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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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상품 온톨로지 모델을 RDB 

스키마로의 변환 

의 넘버링 방법의 확장으로 XML 트리의 각 

노드에 <order, size>의 번호를 깊이 우선 

탐색 방법으로 지정한다. order는  순서

를 의미하며, size는 해당 노드의 모든 자식 

노드를 합한 수를 의미한다.

그 외 그래  구조 인 온톨로지 데이터에 

한 인덱스 방법으로 suffix arrary[11]와 

[13]이 있다. 

Suffix array는 RDF/S의 그래 의 모든 

경로를 배열에 장하고 질의 처리에 이용한

다. 노드와 에지에 이블링된 DAG 형태의 

그래 인 RDF/S에서 스키마경로, 인스턴스

경로, 클래스경로, 로퍼티경로를 각각 추출

하고 특별한 기호를 붙여 구별하고 배열로 

장하여 인덱스로 사용한다.

3. 상품 온톨로지의 RDB스키마

상품 온톨로지 모델은 OWL로 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ER, UML과 같은 개념

인 모델 표 이 가능하며, 이러한 표 은 

RDB 스키마로의 변환을 용이하게 한다[9]. 

<그림 1>은 [7]기반의 상품 온톨로지 모

델을 RDB 스키마로 변환한 하나의 이다. 

RDBMS에서 상품 온톨로지 질의가 잘 처

리되기 해서는 우선, 상품 온톨로지의 개

념들간의 다양한 계-ISA, componentOf, 

mappedT0, PropertyOf, Member-of 등- 

에 한 정보가 잘 장되어야 하므로 잘 설

계된 RDB 스키마가 요하다.

<그림 1>[10]의 RDB 스키마 에서 다

음 장의 인덱스 제에 필요한 부분을 간략

히 소개한다.

CProducts(Cid int, Cname char, MemberID)

IProducts(Pid int, Pname char, Cid int)

CProducts의 Cid와 Cname 필드는 상품

클래스 아이디와 상품 클래스의 이름을 의미

한다. MemberID 필드는 상품 분류 스키마

에 한 테이블과 연  있는 필드로 이 논문

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IProducts 테이블은 모든 상품 인스턴스

에 한 정보 테이블이다. Pid는 상품 인스

턴스 아이디, Pname은 상품 인스턴스 이름, 

Cid는 CProducts 테이블의 상품 클래스 아

이디를 참조하여, 해당 인스턴스가 속한 상

품 클래스 정보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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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품 온톨로지에서 상품간의 ISA 

트리

  4. 상품 온톨로지에서의 ISA 

계를 한 인덱싱 방법

일반 으로 온톨로지 질의 유형은 도달 가

능(Reachability), 조상  후손(Ancestor/ 

Sucessor)의 집합, 그리고 최소 공통 조상

(least common ancestors)에 한 질의로 

구분할 수 있다[12]. 이들 질의는 그래 에서

의 구조  계  이  특성에 한 처리

가 가능해야 하며, RDBMS에서는 이를 

한 효과 인 인덱스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품 온톨로지의 조상  

후손 계의 계층 구조에 한 질의 처리를 

해 넘버링 기법[3～5, 8, 13, 15]을 사용한 

인덱스 방법을 제안한다.

개념간의 조상  후손 계의 계층 구조

에 한 질의 처리는 이들 계의 이  특

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상

품 온톨로지에서 이  특성을 지닌 상품 

의미  계로는 상품간의 ISA 계, com-

ponent-of 계가 표 이다.

그래  구조 인 상품 온톨로지에서 상품

간의 이  계의 계층 구조를 트리 는 

DAG로 표 할 수 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일단, 트리로 가정하고 

넘버링 기법을 용한다.

다음은 상품간의 ISA 계에 용한 넘버

링 기법에 한 설명이다.

<그림 2>를 상품 온톨로지에서의 상품간

의 ISA 트리 계(포함 계)라고 가정한다. 

A노드는 상품 클래스 에서 최상  클래스

이며 개념 으로만 존재하는 클래스이다. C 

노드와 D노드는 자식 노드가 없는 잎 노드이

다. 노드 간의 ISA 계 정보를 한 넘버링

은 루트 노드인 A노드를 번호 0으로 시작해

서 깊이 우선 탐색하여 각 노드에 번호를 부

여한다. 노드를 처음 방문한 순서 로 시작번

호를 부여하고, 탐색 순서에 따라 되돌아 방

문하는 순서 로 끝 번호를 지정한다. 

시작번호, 끝번호와 함께 트리에서의 벨 

번호도 함께 지정한다. 루트 노드의 벨을 

0으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상품온톨로지 ISA 트리 내

의 모든 노드에 세 의 번호를 부여한다. 각 

노드의 세 의 번호는 서로 비교연산을 통

해 노드 간의 포함 계를 별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의 ISA 트리에서 두 노드 

B, C의 세 의 번호를 비교해보자. 노드B, 

C의 번호는 각각 B(1, 4, 1), C(2, 3, 2)이다.

트리에서 B노드는 C노드의 부모 노드

이다.

두 노드의 시작번호를 비교해 보면 B노드

가 C노드보다 작으며, 끝 번호는 B노드가 C

노드 보다 크다. 이러한 계가 성립되면 B

노드는 C노드의 조상 노드이다. 특히, B노드

의 벨 번호는 C노드보다 1 작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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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B노드는 C노드의 부모 노드이다. 이와 

같이 각 노드의 세 의 번호를 서로 비교하

면, 조상-후손(부모-자식)노드를 별할 수 

있다.

의 조건을 일반화하여 표 하면 다음과 

같다.

ISA 트리의 임의의 두 노드 A(startNOA, 

endNOA, levelA), B(startNOB, endNOB, 

levelB)이라고 할 때, 

조건식 1：startNOA < startNOB이고  

e n d N O A > e n d N O B이면, 

A노드는 B노드의 조상 노드

이다. 

조건식 2：startNOA < startNOB이고  

e n d N O A > e n d N O B이고  

levelB = levelA + 1을 만족

하면 A노드는 B노드의 부모  

노드이다.

SW

Clothing,B
ags,Shoes

Laptop 
Computers

DeskTop
Computers HDD RAM LCD CRT

HW

Network ,
Computer 
Devices

Computers Memory 
Devices Montitors

TOP
0, *, 0

1, 28, 1

8, 27, 22, 7, 2

53, .., 1

9, 14, 3 15, 20, 3 21, 26, 3

10, 11, 4 12, 13, 4 16, 17, 4 18, 19, 4 22, 23, 4 24, 25, 4

  

   <그림 3> 상품 온톨로지에서 상품간의 

계층구조의 한 

<그림 3>은 상품 온톨로지에서 상품간의 

ISA 계를 보여주는 한 이다.  그림에

서의 계를 ISA가 아닌 relatedTo와 같은 

다른 의미  계로의 해석이 가능하나, 

본 논문에서는 ISA 계로 가정한다. 본 논

문의 그림 표  기호는 [9]의 EER 표 을 

따른다.

그림에서 Top 클래스는 ISA 계를 이루

고 있는 모든 상품 클래스의 최상  클래스

이며 개념 인 클래스이다. Top 노드를 시작

으로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서 노드마다 번

호를 붙여나간다. 탐색하면서 처음 노드를 방

문할 때의 번호를 시작번호로, 되돌아 방문할 

때의 번호를 끝 번호로 지정한다. 그리고 

벨 번호는 트리에서의 깊이에 한 정보로 

top노드를 0번으로 시작해서 각 노드에 부여

한다. 넘버링의 순서는 트리를 깊이 우선 탐

색방법으로 모든 노드를 방문한 후, Top노드

로 되돌아오면서 끝나게 된다. 따라서 Top노

드의 끝번호는 상품 온톨로지의 ISA 계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의 개수보다 훨씬 크며, 

Top노드의 끝번호는 새로운 노드(상품 클래

스)가 트리에 확장될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큰 수로 지정한다. 이러한 고려는 트리의 갱

신(새로운 노드의 삽입) 혹은 확장에 유리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게 해서 상품온톨로지 

ISA 트리 내의 모든 노드는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세 의 번호가 붙여진다.

상품 온톨로지의 ISA 계를 한 인덱스 

테이블을 ISAindex라고 할 때, RDB 스키마

는 다음과 같다.

ISAindex (cid number startNO 

number, endNO number, 

level number) 

cid 필드는 상품의 id로 앞서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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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oducts 테이블의 상품 id번호를 참조한

다. StartNO 필드, endNO 필드, 그리고 

level 필드는 깊이 우선 탐색 방법으로 트리

를 순회하면서 부여한 세 의 번호이다. 각 

노드의 세 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서로 비

교하여 포함 계를 알아낼 수 있다. 

상품 온톨로지에서 임의의 두 상품 클래스

를 P, Q라고 가정한다.

두 상품 클래스의 RDB 스키마는 각각 P 

(cidA, startNOP, endNOP, levelP), Q(cidQ, 

startNOQ, endNOQ, levelQ)이다.

조건식 1：startNOP < startNOQ이고  

endNOP > endNOQ이면, P 

상품은 Q 상품의 상  클래

스이다.

조건식 2：startNOP < startNOQ이고  

e n d N O P > e n d N O Q이고  

levelQ = levelP + 1을  만족

하면, P 상품은 Q 상품의 부

모 클래스이다. 

그림에서 HW 클래스의 번호는 (8, 27, 2) 

이고, RAM 클래스는 (18, 19, 4)이다. 

두 클래스의 세 의 번호를 비교하면, 8 

< 18 이고 28 > 19이므로 RAM은 HW의 

후손 계가 성립한다. 

다음의 두 제는 RDBMS에서 이 인덱

스를 사용한 ISA 계의 질의를 SQL로 

표 하고 질의를 실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질의：

‘HDD’ 상품의 모든 조상에 해당하는 상품은?

SQL：
SELECT cp1.cname 
FROM ISAindex, ISAindex AS c1, 

Cproducts AS cp, Cproducts AS cp1
WHERE cp.cname = ‘HDD’ And c1.cid = cp.cid 

And ISAindex.sno < c1.sno And 
ISAindex.eno > c1.eno And 
ISAindex.cid = cp1.ci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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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1, 28, 1

8, 27, 22, 7, 2

5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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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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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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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4 12, 13, 4 16, 17, 4 18, 19, 4 22, 23, 4 24, 25, 4

 그림에서, 각 노드의 세 의 번호는 질의처
리 과정에서 HDD의 (16, 17, 4)와 서로 비교된
다. 비교의 결과가 앞의 조건 식에 만족하면 결
과를 출력한다. 
즉, 시작번호는 HDD의 시작번호인 16보다 작
고,끝번호인 17보다 크면 HDD 상품의 조상 클
래스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Memory 
Devices(15, 20, 3), HW(8, 27, 2), Network, 
and Computer Devices(1, 28, 1) 노드가 조건
에 만족하므로 HDD의 조상 상품(클래스)이다. 
아래의 테이블은 SQL 질의 처리로 출력된 결
과다.

의미：
모든 컴퓨터 상품(인스턴스)를 검색하라 

SQL：
SELECT ip.pid, ip.pname
FROM IProducts AS ip, [SELECT ci1.cid, 
ci1.sno, ci1.eno, ci1.level FROM CProducts 
AS cp, ISAindex AS ci1, ISAindex AS ci2 
WHERE cp.cname = ‘Computers’ And cp. cid 
= ci2.cid and ci2.sno <= ci1.sno And ci2. eno 
>= ci1.eno And ci2.level <= ci1.level]. AS ci3
WHERE ci3.cid = ip.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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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는 인스턴스를 포함한 질의이다. 이 질의에 한 응답으로서 기 되는 결과는 컴퓨터(computers) 

클래스와 ISA 계를 갖고 있는 데스크탑(DeskTops) 클래스, 랩탑(Laptops)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것이다. 우선, ISAindex 테이블의 상품 클래스의 세 의 수를 서로 비교해서 해당 하  클래

스를 찾아낸 다음, 컴퓨터 클래스를 포함한 결과클래스 아이디(cid)를 통해 모든 인스턴스가 장된 

IProduct 테이블의 인스턴스 각각의 cid와 일치하는 인스턴스를 반환해 낸다.

질의 처리 결과는 컴퓨터 클래스 인스턴스인computerJHtac, 랩탑과 데스크탑 클래스 인스턴스인 

lgxnote001, sony240 ssmagicstation, 과 lgdeskT70을 아래와 같이 모두 올바르게 출력해 내고 있다.

4.1 상품온톨로지 ISA트리의 갱신

상품 온톨로지 ISA 트리를 깊이 우선 방

법으로 순회하면서 각 노드에 일련의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를 트리에 추가

할 때, 최악의 경우에는, 체 노드의 번호를 

모두 갱신해야만 한다. 반면, 노드를 삭제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노드를 제거

하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본 논문

에서는 다음의 방법을 제안한다.

•정수가 아닌 실수형으로 넘버링한다. 

•인 한 노드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넘버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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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품 온톨로지의 ISA 트리의 갱

신을 한 넘버링 제안 방법

트리를 구성할 때 각 노드에 부여하는 번

호의 간격을 여유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노드와 노드사이에 더 많은 공간 여유를 주

기 해 번호를 정수가 아닌 실수로 부여한

다.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

재하므로, 새로운 노드에 부여할 충분한 공

간의 여유가 생긴다. 그러나 실수표 에 있

어서 허락하는 유효자리수만큼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4byte 혹은 8byte의 장

공간(용량) 이라면 정수 타입이든 실수 타입

이든 넘버링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의 가지 수

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수를 

사용했을 때는 두 노드 사이에 여유 간격을 

두더라도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할 지 

측하기 힘들고, 무한정 간격을 둘 수도 없

다. 실수 타입으로 넘버링을 할 경우에는 인

한 두 노드 사이를 더욱 정 하게 넘버링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장 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유효숫

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해당필드의 크

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래해, 결국 질의 

처리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직  실험을 해 본 결과, double 

타입(8byte)의 실수 타입을 사용한 넘버링과 

long 타입(4byte)의 정수 타입을 사용해서 

넘버링했을 때 성능에서의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실험환경：MS-ACCESS 

2007의 기본 셋 , 115,996노드와 10 벨의 

트리구조를 실험 데이터 셋으로 사용함, 참

조 제 5장의 실험 평가).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넘버링 

방법으로 상품간의 ISA 트리 갱신에 유리하

다. 각 노드의 번호는 일정 간격을 두고 부여

한다. (이  그림의 노드 번호를 시작번호와 

끝 번호에 한해서 100배 비례 으로 증가 시

킨 그림임) 이 게 하면 각 노드의 번호 사

이에 간격이 생기므로, 새로운 노드를 삽입

해야 할 때, 기존의 노드의 번호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인 한 두 노드 간에 어느 정도

의 여유 간격을 두고 넘버링하는 아이디어는 

[4]와 [14]에서의 넘버링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실수 

데이터 타입으로 넘버링함으로써, 두 노드 

간의 차이를 더욱 정 하게 넘버링할 수 있

도록 하여 많은 노드를 삽입하여도,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O(1)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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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품온톨로지 DAG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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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품 온톨로지의 ISA tree의 DAG

로의 확장

지 까지 트리로 가정한 상품 온톨로지 

ISA 트리를 그래 (DAG)로 어렵지 않게 확

장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노드 E에서 B로 향하는 

간선이 있으므로, B노드는 E노드의 자식 노

드가 되고, C노드는 E노드의 자손 노드가 되

고, 이를  그림의 아래와 같이 트리로 표

할 수 있다. B노드와 C노드에 원래의 번호 

외에 새로운 번호 (7, 10, 3)과 (8, 9, 4)를 각

각 부여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림 5>와 

같이 들어오는 간선이 E노드에서 B노드이지

만, B노드 뿐 아니라, B노드의 하  노드 

체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

로 미리 계산된 TC(transitive closure set)

에 드는 비용은, 50,000노드의 데이터를 갖고 

실험했을 때 시간에 해 O(n3)와 공간에 

해 O(n
2
)이다[2, 13]. 장 공간의 비용 문제

를 개선하기 해서 [13]에서는 노드 B에만 

새로운 번호를 할당하고 그 하  노드는 쿼리 

실행시간 동안에 해당 번호를 계산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 으로 

쿼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이 있다.

5. 실험 평가

이 장에서는 제안한 인덱스를 사용하여 질

의 했을 때, 이  특성을 지닌 계에 한 

처리의 성능 개선 효과를 실험을 통해 입증

해 본다. 실험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

안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와 인덱스 없이 질

의 처리할 때의 성능 차이 비교 실험이며, 두 

번째는 실수형으로 넘버링하여 필드크기가 

커짐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비교

해 보는 실험이다.

 <그림 6> 제안된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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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성을 지닌 의미  계에 한 

질의 처리는 인덱스가 없을 때에는 개 반

복 인 조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6>

은 제안한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와 재귀 인 

호출을 통해 조인을 했을 때의 성능에서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노드수가 많아질수

록 재귀  조인의 처리 시간이 격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실험의 실행은 

intel core2 1.83 GHz CPU, 1G의 RAM을 

장착한 하드웨어에, 운 체제는Window- 

Vista, 로그래  환경은 JDK 1.4v, RDBMS

는 MS-Access2007의 기본 세  환경에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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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필드 크기와 노드 수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7>은 오라클 9i 환경에서 NUMBER 

데이터 타입(decimal형)을 사용하고 필드크

기를 달리 지정했을 때, 노드 수에 따라 제안

한 인덱스를 사용한 질의 처리 성능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를 실험한 결과이다. 오라클에

서 number(p, s)의 데이터 타입은 p는 정

도, s는 크기를 의미한다. 를 들어, num-

ber(5, 3)인 데이터 타입이라면 소수  이하

의 유효 자리수는 3자리까지 가능하며, 이를 

포함하여 표시할 수 있는 체 자리수는 5자

리이다. 정 도와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1038～1037 범 의 수를 표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Number(10), number(20, 

10), number(지정안함)의 세 가지 경우로 필

드 크기를 달리 했을 때, 필드 크기가 클수록 

성능이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드

수가 10,000개인 경우와 100,000개인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노드 수가 많을수록 필드 크

기에 따른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드 수가 많아질수록 실수 데이

터 형을 사용해도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

로 인덱스 갱신에 있어서 유리한 실수 데이터 

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표 1> 인덱스 갱신 비용

Operation 삽입 삭제 데이터형

Time 

Complexity

O(1) O(1) 실수형

O(n) O(1) 정수형

<표 1>은 실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여 

넘버링한 제안한 인덱스의 갱신에 드는 비용

을 표로 보여주고 있다. 정수 타입을 사용하

여 일련의 번호로 넘버링 했을 때, 그래 의 

갱신 비용은 최악의 경우, O(n)이다. 여기서 

n은 노드의 수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인덱스는 체 노드 부를 새로 넘버

링할 필요가 거의 없으므로 삽입과 삭제에 

있어서 O(1)의 비용이 들 뿐이다. 

6. 결  론

본 논문은 상품 온톨로지의 ISA, co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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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t-of 계와 같은 이  특성을 지닌 

계 질의의 효율  처리를 해 넘버링 기법

을 사용한다 인덱스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넘버링 기법의 인덱스 방법은 

갱신에 있어서 유리한 다음의 두 가지 특징

이 있다.

1) 인 한 노드간에 여유 간격을 두어 넘

버링한다.

2) 정수가 아닌 실수형으로 넘버링하여 인

한 두 노드 사이의 넘버링을 더욱 정

하게 할 수 있다.

와 같은 특징으로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때 인덱스 갱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정

한 표 의 실수 데이터 형을 사용하더라

도, 노드 수가 많아 질수록 질의 처리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제안한 인덱스 방법은 상품 온톨로지 계 

트리 뿐 아니라 DAG 확장 형태에서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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