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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웹 온톨로지 언어를 사용한 웹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 RDF/S를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문서의 

크기가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효율적으로 문서를 저장하고 검색하기위한 시맨틱 웹 정보관리 시스템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클래스와 프로퍼티의 삭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삭제 알고리즘에서는 클래

스나 프로퍼티가 삭제될 때에 이를 반영하여 계층 정보의 스키마 정보가 변경된다.

키워드: 시맨틱 웹(Semantic Web), 온톨로지(Ontology), RDF, RDFS, 계층 정보

I. 서론

시맨틱 웹에서는 웹 상의 정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컴퓨터

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웹 정보자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의 검

색, 추출, 해석, 재사용 등 제반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시맨틱 

웹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온톨로지(Ontology)이
다.  온톨로지 정보를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고 검색하는 

[1]의 연구에서는 특별히 계층 정보를 관계형 테이블에 저장하고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저장 스키마를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1]에서 제안한 관계형 시맨틱 웹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개체가 삭제될 때 계층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 및 변경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3장에서는 

클래스나 프로퍼티가 삭제될 때 계층 정보를 나타내는 테이블의 

내용이 삭제 및 변경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4장에서 결론을 내

린다.

II. 관련 연구

온톨로지 문서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DLDB[2]의 논

문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Sesame[3], Jena[4], RDFSuite[5] 
등의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온톨로지 정보를 관계형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하고 검색하는 [1]의 연구에서는 계층 정보의 처리

를 위하여 별도의 XML 문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이 계층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계층정보의 추출 시에 계

층 구조가 깊어질수록 하위 구조를 찾아가는 루틴이 계속 반복되

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의 연

구를 확장하여 클래스나 프로퍼티(속성)가 삭제될 때에 이를 반영

하여 계층 정보의 스키마가 삭제 및 변경되게 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고자 한다. 

III. 삭제 알고리즘

1. 온톨로지 저장구조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문서에 선언된 클래스/프로퍼티에 대한 

계층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cHierarchy/ pHierarchy 테이블을 

사용하였다. 클래스의 계층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인 

cHierarchy와 프로퍼티의 계층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인 

pHierarchy에 preorder와 postorder 필드를 두어 조상/자손

(ancestor/ descendant)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하였는데 cHierarchy
와 pHierarchy의 구성은 <표1>과 같다. <표1>에서 superClass는 

상위 클래스를 나타내주며 preorder와 postorder는 계층정보를 나

타내주는 필드로서 전위, 후위 정보가 저장된다. 전위(Preorder)와 

후위(Postorder) 숫자의 순서쌍을 대응시켜 계층 정보로 활용한다. 
전위의 넘버링 방법은 상위 레벨에서 하위 레벨 순서로, 좌측에서 

우측 순서로 번호가 부여되며 후위의 넘버링은 좌측 하위 노드에서 

시작하여 좌에서 우로 하위에서 상위 레벨 순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cHierarchy 테이블을 사용하여 하위 클래스를 검색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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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Class 값이 자신의 superClass 값과 같으며 preorder 값이 

자신의 전위 값보다 크고  postorder 값이 자신의 후위 값보다 작

은 클래스를 모두 찾으면 된다[1].
   

표 1. cHierarchy와 pHierarchy의 구성

Table 1. Component of cHierarchy and pHierarchy

cHierarchy

cID cName superClass preorder postorder

pHierarchy

pID pName superProp preorder postorder

2. 삭제 알고리즘

시맨틱 웹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클래스나 프로퍼티가 삭제되

면 계층정보를 나타내는 cHierarchy 와 pHierarchy 테이블에 삭

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cHierarchy 와 pHierarchy 테이블

의 노드 삭제와 전위 및 후위 정보를 변경시키는 삭제 알고리즘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2.1 삭제하려는 개체가 단말 노드인 경우

  삭제하려는 노드 : x 

  step1. x노드를 검색한다.
  step2. x의 preorder값보다 preorder가 큰 모든 노드의 

preorder를 1씩 감소한다.
  step3. x의 postorder값보다 postorder가 큰 모든 노드의 

postorder를 1씩 감소한다.
  step4. x를 제거한다.

2.2 삭제하려는 개체가 단말 노드가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삭제하려는 개체의 하위 개체들까지 모두 제거되

는 연쇄 삭제(Triggered Deletion)가 발생되어야 한다. 

  step1. x노드를 검색한다.
  step2. x의 모든 자손노드를 검색한다.
  step3. x와 x의 자손노드들 중 가장 큰 preorder값과 가장 작

은 preorder값을 검색하여 각각 maxpre와 minpre로 

지정한다.
  step4. x와 x의 자손노드들 중 가장 큰 postorder값과 가장 

작은 postorder값을 검색하여 각각 maxpost와 

minpost로 지정한다.
  step5.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음을 수행한다.

     5.1 preorder>maxpre이면 preorder를 자손노드수+1만

큼 감소시킨다.
     5.2 minpre<preorder<maxpre이면 preorder를 (preorder

가 작은 자손노드수+1)만큼 감소시킨다.  
     5.3 postorder>maxpost이면 postorder를 자손노드수+1

만큼 감소시킨다.
     5.4 minpost<postorder<maxpost이면 preorder 를 (postorder

가 작은 자손노드수+1)만큼 감소시킨다. 
step6. x와 x의 자손을 제거한다.

위 알고리즘에서 자손노드를 검색하는 방법은 [1]의 방법을 사

용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임의의 개체가 

삭제될 때 온톨로지 스키마의 계층 정보를 변경시키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cHierarchy 와 pHierarchy 테이블의 preorder와 

postorder 정보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삭제하려는 개체가 단말 노

드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설계하였다. 추후의 연구 과제

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기존의 개체 삭제 방

법과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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