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이 발전하면서,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는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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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  AI 기술의 성장과 함께 지식 그래
프의 크기는 점차 증가하여 하나의 데이터셋이 
180억개가 넘는 링크를 가지는 수준까지 확장되었
다 [1]. 지식 그래프는 주로 주어(Subject), 서술어
(Predicate), 목적어(Object)로 구성된 트리플(Triple)
들을 가지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로 표현된다. RDF의 각 요소에는 URI(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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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I 기술의 성장과 함께 지식 그래프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식 그래프는 주로 트리
플이 연결된 RDF로 표현되며, 많은 RDF 저장소들이 RDF 데이터를 압축된 형태의 ID로 변환한다. 그
러나 RDF 데이터의 크기가 특정 기준 이상으로 클 경우, 테이블 탐색으로 인한 높은 처리 시간과 메모
리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시 ID 매핑 테이블 기반 RDF 변환을 분산 병렬 프레임워크
인 맵리듀스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RDF 데이터를 정수 기반 ID로 압축 변환
하면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메모리 오버헤드를 개선한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 약 23GB의 LUBM 
데이터에 제시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크기는 약 3.8배 가량 줄어들었으며 약 106초의 변환 시간이 소
모되었다. 

ABSTRACT

With the growth of AI technology, the scale of Knowledge Graphs continues to be expanded. Knowledge Graphs 
are mainly expressed as RDF representations that consist of connected triples. Many RDF storages compress and 
transform RDF triples into the condensed IDs. However, if we try to transform a large scale of RDF triples, it occurs 
the high processing time and memory overhead because it needs to search the large ID mapping tabl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of converting RDF triples using Hash-based ID mapping tables with MapReduce, which is the 
software framework with a parallel, distributed algorithm. Our proposed method not only transforms RDF triples into 
Integer-based IDs, but also improves the conversion speed and memory overhead. As a result of our experiment with 
the proposed method for LUBM, the size of the dataset is reduced by about 3.8 times and the conversion time was 
spent about 106 seconds.

키워드

RDF, Knowledge Graph, MapReduce, Big Data, Parallel Processing

 236 



Resource Identifier), 리터럴(Literal), 블랭크 노드
(Blank node)가 위치할 수 있으며, RDF 데이터를 
저장할 때 URI나 리터럴 형태는 긴 길이를 가진 
문자열 형태로 표현된다. 

긴 문자열은 RDF 데이터를 조인할 때 많은 캐
릭터들의 비교로 인한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기 때
문에, 많은 저장소들이 RDF 데이터를 더욱 압축된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2, 3, 4, 5]. 그러나 제
시된 저장소들은 1) 대량 RDF 데이터 변환할 때, 
ID 매핑 테이블(ID mapping table)의 크기로 인한 
높은 처리 시간과 메모리 오버헤드가 발생하거나, 
혹은 2) 써드파티(3rd party)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여 변환함으로써 높은 복잡성을 가진다.  본  논
문에서는 빠른 속도로 대량 RDF 데이터를 정수 
기반 ID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한 방법
은 분산 병렬 프레임워크인 맵리듀스(MapReduce)
를 사용하여 대량 RDF 데이터 변환 시 처리 시간
을 단축하고 메모리 오버헤드를 개선한다. 또한,  
각 노드가 분산된 RDF 데이터 블록에 매핑되는 
로컬 해시(Hash) 기반 ID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 사
용함으로써 RDF 데이터의 변환 속도를 증가시킨
다. 

Ⅱ. 맵리듀스를 사용한 
ID 매핑 테이블 기반 RDF 변환

많은 저장소들은 RDF 변환을 위해 RDF 데이터
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위치한 내용(Content)과, 
내용에 매핑되는 ID를 저장하는 ID 매핑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는 변환하고자 하는 RDF 데이
터의 크기가 클 경우, 테이블 탐색으로 인한 높은 
처리 시간과 메모리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예를 들
어, 해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ID 매핑 테이블
을 생성할 경우 검색 복잡도는 O(1)이지만, 해시 
키(Key)가 증가할 경우 해시 블록 리사이즈(Resize)
로 인해 처리 시간이 증가하게 되며, 해시 키와 값
(Value)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오버헤드가 발생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해시 ID 매핑 테이블 기반 
RDF 데이터 변환 과정을 분산 병렬 프레임워크인 
맵리듀스에서 분산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RDF 데
이터를 정수 기반 ID로 압축 변환함과 동시에 처
리 시간을 단축하고 메모리 오버헤드를 개선한다. 
맵리듀스를 사용한 ID 매핑 테이블 기반 RDF 데
이터 변환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맵리듀스 잡
(Job)으로 나누어 수행된다.

글로벌 ID 생성 잡 (1st MapReduce Job) 글로벌 
ID 생성 잡은 전체 RDF 데이터에 포함된 주어, 서
술어, 목적어를 중복 없는 내용으로 추출하여,  각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정수 기반 글로벌 ID를 부
여한다. 먼저 글로벌 ID 생성 잡의 맵(Map) 과정에

서, 매퍼(Mapper)들은 입력 RDF 데이터들을 일정
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 입력받는다. 매퍼는 데
이터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내용으로 분할하고, 
각 내용을 중간 결과의 키로, 매퍼의 태스크 ID를 
중간 결과의 값으로 작성한다.  또한, 입력받은 데
이터 블록에 매퍼 태스크의 ID를 부여하여 HDFS
에 블록들을 작성한다. 

매퍼들이 작성한 중간 결과는 같은 키, 즉 같은 
내용끼리 그룹핑되어 리듀스(Reduce) 과정의 리듀
서(Reducer)들에게 전달된다. 리듀서는 같은 내용을 
가진 매퍼 ID 리스트를 전달받게 되며, 매퍼 ID들
은 해당 내용이 어떤 매퍼 ID의 블록에서 비롯되
었는지 가리킨다. 리듀스 과정에서, 먼저 각 리듀
서는 전달된 내용에 매핑되는 로컬 정수 기반 ID
를 생성한다. 그러나 로컬 정수 기반 ID는 다른 리
듀서에 배정된 내용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리듀서의 태스크 ID(1byte)와 로컬 정수 
ID(7byte)를 결합함으로써 중복되지 않는 글로벌 
정수 기반 ID를 생성하여 내용에 부여한다. 글로벌 
ID를 생성한 후, 리듀서는 내용, 내용이 비롯된 매
퍼 ID 리스트, 글로벌 ID를 잡의 최종 결과로 
HDFS에 작성한다.  

[그림 1]은 글로벌 ID 생성 잡의 맵과 리듀스 동
작 예시를 나타낸다.

RDF 데이터 변환 잡 (2nd MapReduce Job) RDF 
데이터 변환 잡은 첫 번째 맵리듀스 잡에서 생성
한 결과인 글로벌 ID를 사용하여 RDF 데이터를 
정수 기반 ID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그림 1. 글로벌 ID 생성 잡의 동작 과정 예시

첫 번째  잡은 내용과, 내용이 비롯된 매퍼 ID 
리스트, 매핑되는 글로벌 ID를 잡의 결과로 작성하
였다. RDF 데이터 변환 잡의 맵 과정에서 매퍼들
은 이러한 첫 번째 잡의 결과를 입력받으며, 각 매
퍼는 입력받은 내용에 레이블되어있는 첫 번째 잡 
매퍼 ID의 리스트를 분할하고, 각 ID를 중간 결과
의 키로, 내용과 글로벌 ID를 중간 결과의 값으로 
작성한다. 매퍼들이 작성한 중간 결과는 같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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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첫 번째 잡의 매퍼 ID끼리 그룹핑되어 
RDF 데이터 변환 잡의 리듀스 과정의 리듀서들에
게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리듀서는 같은 첫 번째 
잡 매퍼 ID를 가진 여러 개의 내용과 글로벌 ID를 
입력받게 된다.

첫 번째 잡에서, 매퍼들은 RDF 데이터를 블록으
로 나누어 각 블록에 읽은 매퍼 ID를 레이블한 후 
HDFS에 작성하였다. 두 번째 잡에서 같은 첫 번째 
잡 매퍼 ID를 가진 내용들은 첫 번재 잡에서 같은 
매퍼가 읽은 데이터 블록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의
미한다. 따라서, 리듀서에게 전달된 같은 매퍼 ID
로 그룹핑된 내용과 글로벌 ID를 사용하여, 해당 
매퍼 ID로 레이블된 데이터 블록을 ID로 변환할 
수 있다. 특정 내용에 해당하는 글로벌 ID를 보다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리듀서는 그룹핑된 내용과 
글로벌 ID를 로컬화된(Localized) 해시 기반의 ID 
매핑 테이블로 생성하며, 내용이 테이블의 해시 키
로, 글로벌 ID를 테이블의 값으로 입력된다. 그 후, 
리듀서는 HDFS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들 중 리듀
서가 읽은 첫 번째 잡 매퍼 ID와 동일한 ID를 가
진 블록을 읽으며, 생성한 해시 기반 ID 매핑 테이
블을 사용하여 블록에 저장된 RDF 데이터들을 글
로벌 ID로 매핑하여 변환한다. 변환된 데이터들은 
리듀서에 의해 HDFS에 최종 결과로 작성된다.

[그림 2]는 RDF 데이터 변환 잡의 맵과 리듀스 
동작 과정을 예시를 나타낸다.

그림 2. RDF 데이터 변환 잡의 동작 과정 예시

앞의 두 개의 맵리듀스 잡을 사용하여, 본 논문
에서는 모든 RDF의 내용에 대한 글로벌 ID를 메
모리에 저장할 필요 없이, 나누어진 특정 데이터 
블록에 사용되는 내용과 글로벌 ID만을 해시 기반 
ID 매핑 테이블로 생성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 따
라서 분산화된 해시 기반 ID 매핑 테이블을 사용
하여 데이터를 변환함으로써 빠른 RDF 변환을 가
능하게 하며, 메모리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RDF 데이
터 변환 시간과 변환 후 크기 감소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서버는 Xeon E5-2620 
2,1GHz CPU, 64GB RAM, 1TB 7200RPM HDD 스
펙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스펙을 가진 15대의 서
버에 Hadoop 1.2.1 버전을 설치하였다. 또한, 실험
을 위해 RDF 데이터 실험에 널리 활용되는 
WatDiv [6], LUBM [7] 데이터셋을 [표 1]과 같이 
생성하였다.

표 1. 실험 데이터셋 (WD: WatDiv, LB: LUBM, 
sf: scale factor)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RDF 데이터셋을 변환한 후 각 데이터셋의 크기와 
변환 시간을 나타낸 결과이다. 실험 결과, WatDiv 
(sf: 1000)의 경우 원본에 비해 약 3배 가량 크기가 
감소되었으며, 약 109초의 변환 시간이 소모되었
다. 또한, LBUM의 경우 원본에 비해 약 3.8배 가
량 크기가 감소되었고, 약 106초의 시간이 소모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변환 후 크기와 시간 (WD: WatDiv, LB: 
LUBM, sf: scale facto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RDF 데이터를 압축된 ID
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속도와 메모리 오버헤드를 
개선하기 위해, 맵리듀스를 사용하여 해시 ID 매핑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RDF 데이터의 변환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맵리듀스를 사용하여 
각 노드에 분산된 데이터 블록에 매핑되는 해시 
기반 ID 매핑 테이블만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데이
터를 변환함으로써, 메모리 오버헤드 없이 빠르게 
RDF를 정수 기반 ID로 압축 변환을 가능하게 한
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LUBM 데이터를 제시
한 방법을 이용하여 변환했을 때, 크기는 약 3.8배 

데이터 원본 크기(GB) 트리플 수데이터 원본 크기(GB) 트리플 수

WD (sf:10) 0.14 1,096,060
WD (sf:100) 1.44 10,969,058
WD (sf:1000) 14.64 109,904,729
LB 23.02 138,280,374

데이터 원본 크기(GB) 트리플 수데이터 변환 크기(GB) 변환 시간(ms)
WD (sf:10) 0.05 58,858
WD (sf:100) 0.47 62,385
WD (sf:1000) 4.68 109,644
LB 5.98 1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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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줄어들었으며 약 106초의 변환 시간이 소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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