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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ML 또는 RDBMS 에서의 키워드 검색은 기존의 정보 검색처럼 데이터의 구조 또는 질의 언어
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질의 처리를 수행하는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키워드 검색을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된 연구들은 그래프 기반의 질의 처리에 기반한 기법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XML 또는 RDBMS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그래프 구조에 기반한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그래프 탐색을 통해서 모든 질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결과들을 찾는다. 그러나 기존
의 기법들을 RDF/S 또는 OWL 문서와 같은 복잡한 그래프 구조에 적용하기에는 질의 성능 측면에
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온톨로지 언어의 의미적 단위로서의 RDF 트리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RDF/S 또는 
OWL 저장소에서 효율적이고 의미적인 키워드 검색을 위한 인덱싱 기법 및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1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313-D00747).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R01-2007-000-20135-0). 

1. 서론 

일반적으로 키워드 검색은 정보 검색 분야에서 사
용되는 용어로서 사용자가 키워드의 나열을 통해서 
나열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검색하는 질
의 처리 기법이다. 이와 같은 검색 기법은 사용자가 
복잡한 질의 언어 또는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장점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1,2] 또는 XML 
데이터베이스[3,4,5,6]에서의 연구로 확장되고 있는 시
점이다.  

RDF/S 및 OWL 문서는 XML 구조를 가지고 있지
만 기존의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방식의 대부분은 XML 트리로 보고 질의 
처리가 이루어지거나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질의 처리를 위한 인덱스의 유지 관리 비용이 크다. 
하지만 RDF/S 와 OWL 같은 온톨로지 문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을 적
용할 경우 질의 성능 및 인덱스의 유지보수 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방
식의 데이터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가 미약
하다는 것이다. 즉, 온톨로지 문서 같은 경우에는 데
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기술해주기 위한 서술
어(Predicate)를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인의 친
구는 존이다”에 대해서 온톨로지 문서는 트리플
(Triple)로서 기술이 되는데 주어로서 “제인”, 서술어

로서 “친구”, 목적어로서 “존”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온톨로지 문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련성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XML 데이터베
이스에서의 데이터보다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
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 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RDF/S 및 OWL 에서 의미적 기술의 최소 단위인 트
리플을 키워드 검색에서 고려하기 위해서 상위 트리
플 인덱스(Upper Triple Index)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서 
본 논문은 트리 기반의 경로 병합 알고리즘인 T-
PM(Tree-based Path Merging)을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제안한 

인덱스 구조 및 키워드 검색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계획으로 마무
리한다. 
 
2. 인덱스 구조 및 키워드 검색 알고리즘 

이번 장에서는 RDF/S 및 OWL 저장소에서의 키워
드 검색을 위한 인덱스 구조 및 키워드 검색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대용량의 RDF/S 및 OWL 문서를 유
지관리 하기 위한 저장소에 대한 연구는 [7] 에서 분
석한 시스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 핵심
이 되는 RDF 트리플 (주어:subject, 서술어:pre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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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object) 구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키워드 
검색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을 RDF 트리플 테이블로 
가정한다. 즉, 다시 말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
고리즘은 RDF 트리플 구조 기반의 온톨로지 저장소
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DF/S 및 OWL 저장소에서의 키워드 검색의 결과
는 모든 질의 키워드를 단 한번씩만 포함하는 최소 
그래프이며, 그림 1 은 구축된 인덱스로부터 키워드 
검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실
제로 질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인덱스 구축과정을 설
명할 것이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의 키워드(Query Keyword)가 

n 개 들어오면은 마스터 인덱스(Master Index)로부터 
각 키워드를 포함하는 RDF/S 와 OWL 에 있는 트리플 
아이디 리스트를 그림 1 에서 보는 것처럼 가지고 온
다. 그 다음에 상위 트리플 인덱스(Upper Triple Index)
로부터 각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리플 아이디 리스트
로부터 그래프의 루트까지의 경로인 상위 경로(Upper 
Path)를 검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각 키워드
에 대한 상위 경로를 이용하여 경로 병합(Path Merge)
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질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그래프를 순서대로 리턴 한다. 
질의 키워드가 포함될 수 있는 위치 노드는 RDF 

트리플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있지만 RDF/S 및 
OWL 문서를 기술하는 최소 단위는 RDF 트리플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적 최소 단위가 RDF 트리플이기 때
문에 질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단일 노드를 RDF 트리
플로 정의하는 것이 의미 있는 질의 결과를 줄 수 있
다. 
마스터 인덱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키워

드 검색에서 제안했던 인덱스로서 정보 검색의 역 인
덱스(Inverted Index)와 같은 구조이다. 즉, 키워드를 주
키(Primary Key)로 하여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리플을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키워드를 포
함하는 트리플을 빠른 시간 안에 검색할 수 있는 장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의 마스터 인덱스에 의한 결과는 사용자 키워
드 k1부터 kn에 대해서 부터 까지의 트리플 리

스트이다. 
상위 트리플 인덱스는 마스터 인덱스로부터 검색된 

트리플 리스트로부터 RDF 그래프의 최상위 루트까지
의 경로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으

로부터 상위 트리플 인덱스에서 범위 질의(Range 
Query)를 통해서 빠르게 를 검색한다. 상위 경로
를 검색하는 이유는 키워드 검색의 결과가 모든 키워
드를 포함하는 그래프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
과 그래프를 생성할 때 필요하다. 
그림 2 는 OWL 문서에 대한 RDF 그래프로부터 추

출된 RDF 트리플을 저장하는 트리플 테이블(Triple 
Table)로부터 상위 트리플 인덱스(Upper Triple Index)와 
마스터 테이블(Master Table)을 생성하는 예를 나타낸
다. 트리플 테이블은 RDF/S 와 OWL 저장소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테이블 구조이다. RDF/S 와 OWL 문서는 
RDF 트리플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구조는 기존의 온톨로지 저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이다. 
마스트 테이블은 마스터 인덱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 정보 검색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역 인덱스와 같은 
구조이다. 테이블 스키마는 (ID, Keyword, TripleIDList)
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키
워드로부터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리플을 빠르게 검색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Human 을 포함하는 트
리플은 “1,2,3”으로 인덱스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만약에 마스터 인덱스가 없다면 모
든 RDF 트리플을 검사해야만 한다. 
마스터 인덱스가 사용자 질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리플 아이디를 빠르게 검색하는 것이라면 상위 트
리플 인덱스는 검색된 트리플 아이디로부터 상위 경
로를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인덱스이다. 마스터 인덱
스와 마찬가지로 상위 트리플 인덱스 또한 트리플 테

(그림 2) 키워드 질의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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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위 트리플 인덱스 및 마스터 인덱스를 위
한 마스터 테이블 

ID Keyword TripleIDList
1 Human 1, 2, 3
2 Male 2,4,6
3 Female 3,9,12
4 James 6,7,8,10
5 Jane 7,9,10,11
6 boyFriendOf 7
7 girlFriendOf 10
8 height 5,8,11,13
9 Eric 4,5
10 Diana 12,13

Master TableUpper Triple Index

Tripl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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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 문서에대한 RDF 그래프
ID Subject Predicate Object
1 Human rdf:type owl:Class
2 Male rdfs:subClassOf Human
3 Female rdfs:subClassOf Human
4 Eric rdf:type Male
5 Eric height 165cm
6 James rdf:type Male
7 James boyFriendOf Jane
8 James height 180cm
9 Jane rdf:type Female

10 Jane girlFriendOf James
11 Jane height 170cm
12 Diana rdf:type Female
13 Diana height 1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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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로부터 생성된다. 각각의 트리플은 트리플 테이
블에서 유일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트리플 
인덱스는 트리플 아이디를 노드로 가지면서 루프가 
없는 그래프 구조로 되어 있다. 트리플들 사이의 연
관성은 주어와 서술어만을 고려하며 주어와 서술어에 
기술된 클래스 또는 인스턴스를 정의한 트리플만을 
고려한다. 다시 말해서, 속성(Predicate)가 “rdf:type”인 
것을 참조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트리플 아이디 
(7, James, boyFriendOf, Jane)의 경우에 주어와 목적어인 
James, Jane 을 정의한 트리플 6, 9 와 연관이 있게 된
다. 따라서 트리플 아이디 6, 9 번으로부터 노드 7 번
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림 2 의 상위 트리플 인덱스
에서 보는 것처럼 화살표 방향이 7 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된 것이다. 
상위 트리플 인덱스로부터 빠르게 상위 경로를 검

색하기 위해서 XML 문서에서 XPath 질의 처리를 위
한 인덱스 기법[8]을 확장한 Multi-Numbering Scheme
을 통하여 각 노드에 숫자를 부여한다. 
기존의 Numbering Scheme 는 XML 노드의 부모/자

식, 조상/자손, 형제 관계를 빠르게 질의하기 위한 인
덱스로서 각 XML 노드는 (시작 번호:start, 종료 번호: 
end)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지만 Numbering Scheme 을 
적용할 수 있는 XML 문서는 트리 형태일 경우에 가
능하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각 노드
가 다수의 Numbering Scheme 를 가질 수 있도록 확장
하였다. 상위 트리플 인덱스는 루프가 없는 그래프이
기 때문에 노드가 다수의 Numbering Scheme 을 가질 
수 있게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림 2 의 상위 
트리플 인덱스에서 보는 것처럼 노드 7 번 같은 경우
에 Numbering Scheme 이 (10,11), (18,19) 두 개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7번 노드의 상위 경로는 “1-2-6-7”과 
“1-3-9-7”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이 두 경로를 찾아내
기 위해서 7번 노드의 Numbering Scheme (10,11)에 의
해서 start 가 10 보다 작고 end 가 11 보다 큰 노드를 
찾으면은 6(7,14), 2(2,15), 1(1,30)을 범위 질의에 의해
서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또한 (18,19)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 방법으로 범위 질의를 하면 9(17,24), 3(16,29), 
1(1,30)을 찾을 수 있다. 
 
3. T-PM 경로 병합 알고리즘 

2 장에서 본 것처럼 마스터 인덱스와 상위 트리플 
인덱스가 구축된 다음에 그림 1 의 키워드 검색 절차
에 따라서 최종 질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예를 들면 
질의 키워드가 “Jane, girlFriendOf, height”라고 했을 때 
마스터 인덱스로부터 MI(Jane) = {7,9,10,11}, 
MI(girlFriendOf) = {10}, MI(height) = {5,8,11,13}을 검색
한다. 그런 다음에 각 키워드로부터 검색된 트리플 
아이디로부터 상위 경로를 상위 트리플 인덱스로부터 
검색한다. 즉, UPJane = {7-6-2-1, 9-3-1, 10-6-2-1, 7-9-3-
1(X), 10-9-3-1(X), 11-9-3-1(X)}, UPgirlFriendOf = {10-9-3-1, 
10-6-2-1}, UPheight = {5-4-2-1, 8-6-2-1, 11-9-3-1, 13-12-3-1} 
와 같이 각 키워드에 대한 상위 경로를 검색한다. 이
때 X 표시는 상위 경로에 포함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X가 표시된 경로는 “Jane” 키워드를 포함하

는 노드가 2개 이상 포함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상위 경로가 계산되면 그 경로 들에 대

한 경로 병합이 이루어져야 최종 질의 결과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 은 “Jane” 키워드의 상위 경로를 첫 
번째 경로 병합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이다. “Jane” 
키워드의 상위 경로와 병합 대상이 되는 그 다음 키
워드의 상위 경로는 키워드 질의 입력 순서대로 진행
된다. 왜냐하면 앞 키워드 일수록 중요도가 높기 때
문이며 경로 병합이 상위 경로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
하여 상위 경로를 선택할 경우에 키워드 우선 순위와 
가장 유사한 그래프를 질의하기 때문이다. 우선, “Jane” 
키워드의 첫 번째 상위 경로인 “7-6-2-1”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girlFriendOf”의 상위 경로들과 경로 병합
을 진행한다. 이때 경로 병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해서 상위 경로들에 대한 트리를 구성하게 된다. 그
림 3 과 같이 트리를 구성함으로써 빠르게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사도 함수는 아래와 같다. 

2
.

     
.

     

 
⎟⎟
⎠

⎞
⎜⎜
⎝

⎛
+

=
lengthPath

nodesametheofnumberthe
lengthPath

nodesametheofnumberthe

SSimilarity ki  

유사도 함수는 선택된 상위 경로와 그 다음 키워드
의 상위 경로중에서 가장 유사한 상위 경로를 선택하
도록 하는 함수이다. 그림 3 에서 보는 것처럼 “7-6-2-
1”과 가장 유사한 상위 경로는 “girlFriendOf” 키워드
의 상위 경로인 “10-6-2-1”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트리 검색을 통해서 자동으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
위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유사도는 최종 그래
프에서 그래프들 사이의 랭킹을 계산시에 사용된다. 
이렇게 그 다음 상위 경로가 선택되면 “10-6-2-1”과 
“height” 키워드의 상위 경로와 경로 병합을 한다. 마
찬가지 방법으로 “height” 키워드의 상위 경로 트리로
부터 “8-6-2-1”이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선택
된 상위 경로들을 병합하게 되면 그림 3 과 같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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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9

10

2

6

10

grilFriendOf

7-6-2-1

Upper Path of Jane

height
1

2

4

5

6

8

3

9

11

12

13

…

…

S = (3/4+3/4)/2=0.75

10-6-2-1

9-3-1

1

3

9

10

2

6

10

grilFriendOf

height
1

2

4

5

6

8

3

9

11

12

13

S = (3/3+3/4)/2=0.875

10-9-3-1

10-6-2-1

1

3

9

10

2

6

10

grilFriendOf

S = (4/4+4/4)/2=1

S = (3/4+3/4)/2 = 0.75

Result
1

3

9

10 11

S = (3/4+3/4)/2 = 0.75

8-6-2-1 11-9-3-1

Result
1

2

6

10 8 7

Rem
ove

S = (0.75+0.75)/2=0.75

Rem
ove

Rem
ove

S = (1+0.75)/2 = 0.875 S = (0.875+0.75)/2 = 0.8125

Result
1

2

6

11 8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323 -



 
 

 

의 결과 그래프가 얻어진다. 이때 병합된 상위 경로 
중에서 중복되는 노드는 제거한다. 질의 결과 그래프
는 지금까지 경로 병합을 하면서 계산된 유사도 합의 
평균을 랭킹 점수로 계산한다. 그리고 다시 “Jane”의 
상위 경로 중에 그 다음 상위 경로를 선택하여 위에
서 설명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트리 검색중
에 중복이 되는 검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 3
에서 보는 것처럼 캐쉬 기법을 통해서 계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경로 병합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위 경로에 대한 경로 병합이 완

료되면 랭킹 점수를 가지는 그래프들이 계산되고 랭
킹 점수가 가장 높은 그래프 순으로 정렬한다. 그런 
다음에 노드 아이디는 트리플 아이디를 나타내기 때
문에 그 노드 부분을 트리플로 변환함으로써 질의 키
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최종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제안된 키워드 검색은 모든 질의 결과 그래프를 계

산함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림 3 의 예제에서는 실제
로 모든 질의 결과 그래프를 찾아내지 못한다. 왜냐
하면 “Jane” 키워드의 상위 경로부터 경로 병합이 진
행되면 그래프 {10-9-3,13-12-3}, {5-4-2,10-6-2}을 찾아
내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 
병합의 과정은 키워드에 대한 상위 경로가 UPk1 부터 
UPkn 까지 있을 때 가장 많은 상위 경로가 있는 키워
드의 상위 경로부터 경로 병합을 진행하게 된다. 첫 
번째 경로 병합의 대상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가
능한 모든 질의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이다. 질의 
결과는 모든 키워드가 단 한번씩만 포함하는 그래프
이기 때문에 최대 그래프 개수는 키워드에 대한 상위 
경로의 개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
명한 경로 병합에 대한 알고리즘은 있는 Function 
pathMerge에서 볼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지금까지 RDF/S 및 OWL 와 같은 온톨로지 저장소
에서의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인덱스 구조 및 
키워드 검색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트리 
기반의 경로 병합 알고리즘인 T-PM 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온톨로지가 가지고 있는 시

맨틱적 요소인 owl:inverseOf, owl:sameAs, 
owl:TransitiveProperty 등을 고려한 키워드 검색 기법
으로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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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unction pathMerge(TargetUP, UP(ki) … UP(kn), direction) 
Input : the selected upper path,  
      the upper paths of comparing keywords 
Output : the merged graph for the merged paths 
 
01  var midSim = 0.0 
02  var mergedGraph 
 
03  tmpUP  
      ← getUPWithMaxSimInT-PM (targetUP, UP(ki), midSim) 
 
04  if tmpUP == null  
05    return null 
06  end if 
 
07  if i == n  
08    insert tmpUP into mergedGraph 
09  else if 
10    insert tmpUP into mergedGraph 
11    if direction == 0 
12      insert pathMerge(tmpUP, UP(ki+1) … UP(kn))  

into mergedGraph 
13    else if 
14      insert pathMerge(tmpUP, UP(ki-1) … UP(k1))  

into mergedGraph 
15    end if 
16  end if 
17  return mergedGraph  

 
 

Function getUPWithMaxSimInT-PM(targetUP, UP(ki)) 
Input  : the selected upper path, 
        the upper paths for the keyword ki 
Output : the upper path with maximum similarity 
 
01  var sim 
03  var tree 
04  var currentNode 
05  var index 
06  var maxSimUP 
 
07  sim ← 0.0 
08  index ← the number of nodes in targetUP 
09  tree ← construct(UP(ki)) 
10  currentNode ← tree.root 
 
11  while nextNode != null or index < 1 
12    if( nextNode == targetUP.getNode(index) ) 
13      maxSimup ← maxSimup + currentNode 
14      currentNode ← currentNode.nextNode 
15      sim++ 
16    end if 
17    index-- 
18  end while 
19  return maxSi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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