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503

   이기종 환경에서 RDF 컨버터

이용한 데이터 형식 통합 관련 연구
박희정○, 김경태*, 윤희용*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e-mail: hjhjpark@skku.edu○, {ktkim,youn}@ece.skku.ac.kr*  

  Research on Integrated Data Format
Using RDF Converter in Heterogenous Environment

Hee-Jung Park○, Kyung-Tae Kim*, Hee-Young Youn*

○*Colle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 요   약 ●  

지능형 웹의 확장을 위해 링크드 데이터(Linked Open Data)를 통한 표준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링크

드 데이터는 RDF, SPARQL을 이용한 정보를 더욱 더 지능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기종 환경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지니게 되므로 통합환경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기종 환경에서의 데이터 형식 변환이 가능한 RDF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RDF 컨버터는 SPARQL
를 비롯한 다양한 질의어로 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변환이 가능하다. 성능평가를 통해 RDB 데이터 형식 분석과 RDF 데이터 

변환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하였고 D2RQ와 Jena2의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RDB 데이터가 D2RQ에서 변환시간이 4.2% 빠르

다는 성능을 증명하였다.

키워드: RDF 컨버터(RDF Converter), 링크드 데이터(Linked Open Data), SPARQL(SPARQ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

I. 서 론

최근 시멘틱 웹의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톨

리지에 대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미 기반 데이

터 통합을 위해 RDF와 XML과 같은 형식언어로 제시되고 있으

며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웹에서 지능적으로 활용되기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링크드 데이터는 이기종 환경에서 분산된 개방형 데이터들간에 

협업을 위해 네트워크 개방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링크한다. 이 때, 
RDF 형식으로 발행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SPARQL가 사용

된다. SPARQL(SPARQ 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은 링크드 데이터의 확산에 맞춰 분산된 환경에서의 데

이터 연계 및 협업에 초점을 맞춘 W3C의 표준이다. 이러한 연구

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간의 연결이 리소스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웹에서 사용된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 (Relational Database)의 데이터 형식을 RDF 컨버터를 활

용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변환시간의 축소를 목표로 

링크드 데이터를 위한 RDF 형태의 데이터 생성 연구와 구현 결과

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기

술하였고 3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기술하였다. 4장은 결론을 도출

하고 향후 연구 내용을 제시하였다.

II.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링크드 데이터에 적합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를 

RDF로 변환하는 컨버터 프로토타입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관련된 

기술과 내용에 대해서 기술한다.

1. 링크드 데이터(Linked Open Data)

링크드 데이터는 시멘틱 웹이 표방하는 데이터 웹을  구체적으

로 구현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웹상에서 RDF 형식의 데이터가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s) 이용하는 REST API를 사

용하여 정형화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이다.
링크드 데이터의 장점 중 URI, RDF와 HTTP를 통하여 연결 

후 사용하여 연결 된 링크드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시멘틱 웹 표준인 RDF 형태의 데이터로 발행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질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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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2.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는 W3C에서 제정한 표준이며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웹 

자원 기술언어이다. RDF의 모델은 주어(subje ct), 술어

(predicate), 목적(object)으로 표현 되며 트리플 모델이라 불린다. 
또한, RDF 및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같은 파

일 형식으로 링크드 데이터에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이기

종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통합된 환경에 맞게 링크드 데이터를 운

영,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3. D2R 서버

D2R은 매핑 언어를 통해 관계형 데이터 모델과 온톨리지 사이

의 매핑 관계를 기술하고, D2R의 엔진은 SPARQL을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D2RQ로 매핑하며 질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D2R 서버는 대표적으로 링크드 데이터 뷰(View)와 

SPARQL 엔드-포인트(End-point) 등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D2R 서버는 링크드 데이터와 SPARQL 인터페

이스를 통해 웹에서 URI로 RDF 명세서 추출이 가능하고 데이터 

검색과 링킹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III. 본 론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환경의 데이터 형식 통합을 위해서 

JDBC 커넥터가 지원하는 모든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웹서비스 

형태로 접속하여 저장된 데이터의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을 RDF
로 매핑하는 파서를 연구하였다. 또한,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기존

의 D2R의 기능을 확장시켜 분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웹서비스 서

버 및 RDF 컨버터에 탑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림 1. D2R 서버의 구성도와 서버 구축화면.

Fig. 1. The structure of the D2R server and set server.

이 라이브러리는 매핑 모델을 확인하고 링크드 데이터에 적용

이 가능하도록 매핑 명세 파일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 D2R 서버의 구성도와 서버 구축화면.

Fig. 1. The structure of the D2R server and set server.

그림 3. 컨버트된 RDF 파일 콘텐츠.

Fig. 3. Contents of Converted RDF file.

그림 2와 3은 레거시 데이터 파서를 사용해서 생성된 매핑 명세 

파일을 적용, RDB 데이터를 RDF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RDF 컨
버터의 출력 내용을 보여준다. 이 RDF 컨버터는 다양한 RDF 형
식을 지원하고 웹에서 변환된 그래프 형태로 즉시 확인 가능한 기

능을 제공하며 특정 데이터에 대한 검색이 되도록 SPARQL을 이

용하여 데이터 탐색 기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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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논문에서 연구한 컨버터는 SPARQL로 질의 했을 경

우뿐만 아니라 RDF/XML, N3, Turtle, N-Triple의 형식일 경우

에도 정확한 RDF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 하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 실험한 결과 표1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데이

터 형식 분석에 대한 정확도는 대부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수한 정확도를 보여준다. 변환 시간은 Jena2 프레임워크의 

RDQL(RDF Data Query Language)와 비교하였을 때 D2RQ가 

변환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D2RQ는 

매핑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이다.

Input File Type

(RDB)

분석

정확도

변환시간 (초)

D2RQ Jena2

MS-SQL 99% 2.31 2.02

Oracle 99% 4.13 2.02

MySQL 100% 1.72 2.58

PostgreSQL 99% 3.21 3.69

HSQLDB 99% 2.67 4.12

MS Access 99% 12.96 지원 안 함

Firebird/Interbase 100% 6.49 지원 안 함

Sybase 98% 8.17 지원 안 함

ISO Standard Core 

SQL
99% 5.53 지원 안 함

표 1. RDB의 RDF 데이터 분석 정확도 및 변환 시간

Table 1. Time of data convert of each RDB to RDF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RDF 컨버터 기능을 포

함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기존 컨버터를 확장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매시업(Mashup)이 용이하다. 웹 매시업 기반인 RDF 컨버터의 확

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향후 연

구에서는 XML을 RDF 컨버터로 확장하여 미들웨어 컴포넌트 형

태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XML to RDF 컨버터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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