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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2.0 기술이 소개된 이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미래 정보기술의 기초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웹 
2.0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온톨로지 기반의 사용자 프로필 기술 도구인 FOAF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FOAF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 및 관리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자동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
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FOAF를 동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FOAF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추출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자 프로파일 
기술 언어인 FOAF와 웹 저작물 출판 매커니즘인 RSS를 OLAP 시스템에 적용시켜 동적으로 FOAF를 갱신하고 관리하
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수집한 FOAF와 RSS 파일들을 스타스키마로 설계된 데이터베
이스에 넣어 OLAP 큐브를 생성한다. 그리고 OLAP 연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연결관계를 분석하고 FOAF에 그 결과
를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기종 분산처리 환경 하에서 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자의 관심 및 이슈 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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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인터넷은 웹 2.0의 출 으로 인하여 콘

텐츠의 생산 주체가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 수

요자인 사용자들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

츠의 생산 주체인 사용자들의 계와 경험을 바탕

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탄생하 으며 많은 사용자들

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 

개인을 의미하는 수많은 노드들이 구성한 사회  

계망이다(AL Barabási et al., 2001). 오늘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들 사이의 계를 

보이는 기능을 넘어 콘텐츠의 생성과 평가에 해 

상호작용하는 수 으로 발 하고 있다. 그러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의 양

이 많아지고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들과 맺는 

계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 이 나타

나게 되었는데 이는 John and Stefan(2007)에서 지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항목들과 같다.

•통상 인 객체에 한 표 이 부족하다. 어떤 

사용자와 사용자가 연결된다고 했을 때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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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심사, 출신학교, 성별, 언어 등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한 연결 계만을 표 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표 에 있어 주요한 연결 

계 한가지만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사용자간

의 다양한 의미  계를 표 하지 못한다.

•한번 생성된 소셜 네트워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결 계의 변화를 반 하기 하여 많

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

•이기종 분산 처리환경에서 효과 으로 량

의 메타데이터를 통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

법이 부족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와 같은 문제들을 해

결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왔는데 

그 에서 한가지는 FOAF(Friend-Of-A-Friend)

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FOAF는 서로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언어와 기종에 계없이 사

용자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연동하고 활용하기 

하여 시맨틱 웹(Berners et al., 2001)과 OWL/RDF 

온톨로지 기반의 사용자 로필(Profile) 기술 도

구이다(Dumbill, 2002; http://www.foaf-project.org.). 

FOAF을 통해 기술되는 사용자의 로필은 친구, 

심사,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주소 등이다(Brickley 

and Miller, 2003). 최근에 들어 FOAF는 라이

(livejournal.com), 라이 도어(livedoor.com) 등

을 포함한 많은 블로그(Blog)와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Herring et al., 2004).

이에 따라 FOAF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추출하고 서비스에 활용하기 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Mika, 2005; Matsuo et al., 2006; 

Culotta et al., 2004; Paolillo et al., 2005).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는 FOAF의 활용방법에 하여 

주요한 을 맞추고 있어(John and Stefan, 2007)

에서 제기된 문제 에 한가지인 소셜 네트워크의 

동 인 리를 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하다. 

한 FOAF를 활용한 부분의 응용들은 사용자

의 로 일을 잘 표 하지만 사용자의 심사 변

화에 따른 로 일의 동  반 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의 생성  리를 

하여 FOAF의 동  갱신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FOAF의 요한 특징 

에 한가지인 이기종 분산 환경에서의 데이터 상

호운용성을 활용하며 사용자의 심사 변화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이슈의 변화를 반 하기 하여 

RSS(RDF Site Summary)를 함께 활용한다. RSS

는 인터넷 작물 출  매커니즘으로써 웹 사이트

와 컨텐츠를 RDF/XML 형식으로 배포할 수 있도

록 하는 표  어휘를 제공한다(Gruhl et al., 2006). 

본 논문에서는 RS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콘텐츠

를 수집하며 이를 FOAF와 함께 OLAP 큐 를 이

용한 다차원 분석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LAP 시스템을 이용한 다차원 분석 방법은 스타

스키마를 이용하여 량의 데이터를 상으로 다

차원 데이터 분석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FOAF와 RSS 일들을 OLAP 시스

템에 목하여 동 으로 사용자의 연결 계를 

리하고 FOAF에 이를 반 하는 것에 그 목 을 두

고 있다. 이를 하여 FOAF와 RSS의 각 요소

(Entity)를 스타스키마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하고 이를 OLAP 데이터 큐 (Cube)로 변환

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방법은 XML/RDF 기반의 FOAF와 RSS를 

사용함으로써 이기종 분산 컴퓨  환경에서 언어

와 기종에 상 없이 자료를 수집  처리할 수 있

으며 OLAP 시스템을 목하여 다차원 소셜 네트

워크 분석  추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RSS를 사

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 인 소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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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OAF classes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논문의 배경 기술과 련 연구를 소개하고 토의한

다.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설

명하며 제 4장에서는 그 제를 보인다. 제 5장에

서는 구   평가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고 활용방안에 하여 논의한다. 마

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한다.

2. 련 연구

2.1 FOAF

FOAF는 사용자들과 그들의 사회  연결에 

한 정보를 표 하기 한 OWL/RDF 기반의 사용

자 로필 기술 수단이다. FOAF 어휘는 개인 정

보, 다른 사용자들과 사회  연결을 포함한다. 다

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에서는 사용자들을 통

합하고 이들간의 계를 설정하기 하여 표

인 방식의 사용자 로필 기술 방법이 필요하다

(Goldbeck and Rothstein, 2008). 이에 따라 FOAF 

로젝트는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로 일  사회 연결 계를 표 하는 방법을 제

시하 다. FOAF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공유하기 한 잠재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FOAF의 클래스 집합을 보이고 

있다(FOAF Specifications).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OAF의 어휘

는 다양하지만 모든 클래스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

다(FOAF Specifications). FOAF 어휘 에 주로 

사용되는 사용자 로필의 내용은 사용자명, 이메

일, 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직장 홈페이지, 화번

호, 별명, 호칭, 아는 사람 등이다. 이  아는 사람을 

표 할 때 사용되는 foaf : knows는 foaf : Person에

서 기술되는 내용을 같이 넣을 수 있으며 약식으

로 요한 몇 가지만 넣을 수도 있다. foaf : knows

를 통해 해당 사용자와 계가 있거나 아는 사람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FOAF 응용에서

는 한번 작성된 FOAF 로 일을 작성자가 직  

수정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어려운 단 이 있으며 

이와 맥을 같이하여 FOAF를 통해 만든 소셜 네트

워크 역시 정 인 단 이 있다. Paolillo et al.(2005)

에서는 사용자들의 콘텐츠와 유사성을 분석하여 

FOAF를 자동 으로 갱신하는 를 보이고 있으나 

한 서비스 내에서만 용되므로 서로 다른 서비스

에 제공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한 상호운용

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FOAF  RSS와 같은 XML 기반 생성 언어를 사용

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보장받는다. 

2.2 RSS

RSS는 Rich Site Summary, RDF Site Summary 

등의 약칭으로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 표  방식이다. 웹 사이트 

리자는 RSS 형식으로 웹 사이트의 컨텐츠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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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 태그를 통한 사용자 선택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RDF 포맷을 기반으로 제공되어 자동 인 

연동이 쉽게 이루어진다. RSS가 등장하기 에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해 해당 사이트를 직  방문

하여야 했으나 RSS 련 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각의 사이트 방문 없이 최신 정보들만 골라 한 자

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RSS Specifications).

Livejournal이나 Facebook과 같은 웹 2.0 서비

스들은 RSS와 FOAF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

성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 2.0 서

비스들은 RSS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작물을 

출 하고 FOAF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로필을 

의미 으로 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OAF로 표 된 사용자의 로

필 정보와 더불어 해당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들

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동 으로 FOAF를 갱

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RSS는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장하기가 용이한 특징을 가

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콘텐츠를 수집

한다. 한 RSS는 특정 시스템에 의존 이지 않으

며 부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

으므로 특정 사이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작성되는 콘텐츠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SS Specifications). 

2.3 데이터웨어하우스  OLAP 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방 한 데이터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정책 결정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하여 사용된다(Inmon, 

1996).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한 

질의 처리는 많은 양의 질의 연산이 요구되며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테이블을 변환하여야 한다(Nenad et 

al., 2008).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에 있어서 OLTP 

(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보다는 처리에 합하게 설계되어 만족할만한 

데이터 분석 속도  질의 처리 결과를 얻기 어렵다

(Chaudury and Dayal, 1997). 따라서 데이터웨어하

우스에서는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하여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시스템을 활용한

다. OLAP은 OLTP와 달리 데이터 항목들을 다양한 

시 에서 조회하고 분석하는 다차원 분석을 지원하

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Inmon, 2002).

FOAF를 동 으로 리하려면 사용자의 심

사  친구 계 등의 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를 수행하기 하여 사용자들의 로 일  활동

정보를 시키고 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

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FOAF의 동  리를 해

서는 OLTP 보다는 데이터 분석에 합한 OLAP

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본 논문에서는 RSS와 FOAF 데이터를 수집하

여 이를 다차원테이블에 삽입한다. 그리고 다차원 

테이블과 스타스키마를 기 로 OLAP 연산을 수행

하며 이를 통해 FOAF를 동 으로 리한다. 본 논

문에서 사용한 OLAP 큐 는 Gray et al.(1997)에

서 제시한 OLAP 질의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처리

하 다. OLAP 큐 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가 있는데 이는 ROLAP(Morfonios and Ioannidis, 

2006)과 MOLAP(Zhao et al., 1997)이다. ROLAP

은 실체화 뷰를 사용하고 MOLAP은 다차원 배열

을 사용한다. ROLAP과 MOLAP은 각각 장단 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스타 스키마

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연산을 데이

터베이스 리 시스템에 직 인 질의를 보내 수

행하는 연산이 많으므로 다차원 배열을 따로 생성

해야 하는 MOLAP보다는 ROLAP이 더 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차원테이블의 계를 기

로 OLAP 큐 를 생성하는 ROLAP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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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셜 네트워크의 추출  분석

최근 들어 소셜 네트워크를 추출하고 분석하기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Ravi et al., 2010). 

그  Mika(2005)의 논문에서는 시맨틱 웹 커뮤니

티에서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추출, 통합  

시각화를 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연구에서

는 기업과 학계에서 연구자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608명의 연구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이승훈 등(2009)에서는 웹 기반 소셜 네트워크

에서 FOAF와 사용자의 사진으로부터 소셜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SWRL을 활용하여 의미  정보

를 연결하 다.

Matsuo et al.(2006)은 POLYPHONET이라는 Co- 

occurrence of name을 사용하는 검색엔진을 구축하

다. POLYPHONET은 Jaccard coefficient, Overlap 

coefficient, Cosine 등 다양한 Co-occurrence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값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소셜 네트워

크를 추출하 다. 그리고 Culotta et al.(2004)는 사용

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End- To-End 시스템으로 구

축하 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를 유일 식별자로 사용하 고 이를 이용하여 련 있

는 사람들의 주소록을 생성하 다.

Paolillo et al.(2005)에서는 livejournal.com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에 따라 FOAF를 동 으

로 반 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러나 최근 웹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들은 다양한 소셜 미디

어에서 콘텐츠를 작성  배포하고 있으므로 FOAF

의 리 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집 

 분석하기 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를 추출하고 분석하기 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부분의 소

셜 네트워크 연구는 정 인 사용자 로필을 이용

하고 있기 때문에(Lina, 2010) 시간의 흐름에 따른 

네트워크의 변경이 되지 않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

텐츠를 기반으로 FOAF를 동 으로 반 하기 어

려운 이 있다(AuYeung et al., 2009). 

2.5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의 개념에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의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써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시각화, 연결 계 마이닝 등 다

양한 주제에 하여 연구가 이 지고 있다(Peter 

et al., 2009). Brickley and Miller(2003)에서는 시

맨틱 웹 기술이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 목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다음 두 개로 분류하 다.

1)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와 계를 
표 가능

2) 웹 마이닝 기술과 시맨틱 웹 기술의 혼용을 통
해 온라인 데이터의 취득이 용이해짐

최근에 들어서는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에 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Jason 

et al.(2007)에서는 사용자의 로 일과 연결 계

를 표 하는 3개 층의 온톨로지를 제안하여 연결

계의 종류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Peter(2004)에서는 소셜 네

트워크 분석도구와 FOAF 로 일, 웹 마이닝 도

구 등을 활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연결 계

를 의미 으로 표 하고 그 제를 보 다. 한편 

Peter(2005)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커뮤니티 기반

의 소셜 네트워크를 의미 으로 표 하기 하여 

‘Actor-Concept-Instance’로 구성된 트리  모형

(Triple model)을 제안하 다.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 시맨틱 웹 기술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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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는 FOAF 온톨로지를 들 수 있다(Tim et al., 

2005). FOAF 사용자 로 일은 OWL/RDF 온톨

로지 생성 언어를 이용하여 기술된 온톨로지로써 기

존 소셜 네트워크의 부족한 표 력을 극복하기 해 

온톨로지를 사용한 첫 번째 시도로 평가 받고 있다

(Brickley and Miller, 2003). FOAF를 이용한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 련 연구로써 Tim et al.(2005), 

Martin et al.(2008) 등이 있다. Tim et al.(2005)에서

는 시맨틱 웹 기반 검색 엔진인 Swoogle을 활용하여 

량의 RDF와 FOAF 문서 집합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Martin et al.(2008)에서는 키피디아 데이

터의 분석을 통해 foaf : interest에 기재되어있는 사

용자의 심사를 모델링하 다. Tim et al.(2005), 

Martin et al.(2008) 모두 소셜 네트워크에 시맨틱 

웹 기술을 목시키기 한 시도로써 요한 의의를 

갖고 있으나 사용자의 심사 변화를 동 으로 반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맨틱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제의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한 연구로는 표 으로 Souman et 

al.(2002), Trong et al.(2010)가 있다. Souman et 

al.(2002)에서는 주제 택소노미(Topic Taxonomy)를 

제안하 는데 이를 통해 웹에 산재한 주제에 하여 

평가하고 그 변화에 하여 분석하 다. Souman et 

al.(2002)에서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들 체가 가지

는 심사를 감지하는데 효과 이지만 개인 각각의 

심사 변화는 감지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Trong et al.(2010)에서는 학술 연구자들 심사

를 반 한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그러나 Trong et al.(2010)에서 제안된 방

법은 사용자의 심사가 정 이라는 가정 하에 고

안된 것으로써 동 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변화시

키기 하여 계산 비용이 높은 논리연산을 필요한 

때마다 실행하여야 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3. FOAF의 동  리 기법

3.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FOAF의 동  리 기법

은 온톨로지 기반 사용자 로필 기술언어인 FOAF

와 이기종간 콘텐츠 송이 가능한 RSS를 기 로 

사용한다. FOAF와 RSS는 스타스키마로 설계된 데

이터베이스에 각 항목별로 삽입한다. 그리고 만들

어진 스타스키마를 기 로 OLAP 큐 를 생성한다. 

OLAP 큐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연결 계를 갱신

하고 FOAF를 재 작성한다. 본 시스템은 크게 자료

의 입력과 연결 계 갱신으로 나눠질 수 있다. 자료

의 수집  입력부터 연결 계 갱신까지는 네 가지 

단계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다음과 같으며 제 3.2

부터 제 3.5 까지 이에 하여 각각 설명한다.

Step 1 : 스타스키마의 설계

Step 2 : 데이터의 수집  자료의 삽입

Step 3 : OLAP 큐 의 생성

Step 4 : OLAP 연산의 수행  사용자 연결

계 갱신

<그림 2>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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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그림 2>

와 같은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동작하게 된다. <그

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스템은 여섯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이 여섯 개의 구성요소 

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OLAP 큐  기반 사회연

결망 분석자 그리고 자료통합자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시스템에 있어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는 사용자(User)

로부터 질의를 받고 결과를 출력할 뿐 아니라 

RSS 형식으로 송된 여러 사용자들의 콘텐츠에 

해 다른 사용자들이 추천  투표한 값을 자료

통합자(Data Integrator)로 송한다. 자료통합자

는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 역할은 여

러 서버에 분산되어있는 FOAF와 RSS 일들을 

각 항목별로 나 어 스타스키마로 설계된 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에 자료를 입

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OLAP 기반 

소셜 네트워크 분석자(OLAP based Social Net-

work Analyzer)에게 OLAP 큐 를 요청 받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받아 송하는 것이다. 

OLAP 기반 소셜 네트워크 분석자는 자료통합자

로부터 송받은 OLAP 큐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회연결망을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한 소셜 네트

워크를 유 인터페이스로 송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3.2 스타스키마의 설계

FOAF 일과 RSS 일을 이용하여 OLAP 큐

를 만들기 하여 다차원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6개의 차원테이블(Dimension ta-

ble)과 1개의 사실테이블(Fact table)을 가진 스타

스키마를 구성하 다. 본 스타스키마의 6개 차원

테이블은 아래와 같이 6개로 구성된다.

1) 사용자 로필을 장하는 id dimension table

2) 콘텐츠 발행 시간을 장하는 published time 
dimension table

3) FOAF의 foaf:knows를 장하는 knows dimen-
sion table

4) 웹 사이트 정보를 장하는 site link dimen-
sion table

5) 콘텐츠를 장하는 entry_link dimension table

6) 태그와 카테고리를 장하는 category dimen-
sion table

이 6개의 차원테이블의 키는 사실테이블에 장이 

되며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추천 횟수가 장된다.

FOAF 일과 RSS 일의 각 요소들을 에서 

설명한 6개의 차원테이블과 사실테이블에 삽입한

다. <그림 3>은 모든 6개의 차원테이블을 사용한 

스타스키마의 제를 보인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FOAF 일과 

RSS 일들은 각 항목별로 나뉘어 여섯 개의 차

원테이블에 입력된다. 그리고 유일 식별자로 만들

어진 각 테이블의 기본 키들은 사실테이블에 연결

된다. 사실테이블의 각 항목은 6개의 차원테이블

의 유일 식별자와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에 입력되는 FOAF와 RSS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RSS와 FOAF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한다.

3.3 RSS 데이터의 수집

본 에서는 RSS를 사용하여 1) 사용자들이 작

성한 콘텐츠를 수집, 분석하며 2) 다양한 소셜 미

디어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

로 FOAF를 갱신하는 방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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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타스키마의 설계

RSS는 다음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크게 Channel 부분과 Item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림 4> RSS의 구성

Channel 부분은 콘텐츠를 배포한 웹 사이트에 

한 정보를 기술하며 Item 부분은 콘텐츠의 내용에 

해 기술한다. Item 부분은 Channel 부분의 하  

항목으로 치하며 복수의 Item 태그가 치할 수 

있다. Channel 부분의 정보는 사이트의 이름(Title), 

주소(Link), 설명(Description), 최근 업데이트 날짜 

(Pubdate)로 구성되며 시스템에 따라 마지막 시스

템 빌드 날짜(LastBuildDate), 시스템 엔진(Generator), 

언어(Language) 등이 추가로 사용된다. Channel 부

분의 정보를 통해 FOAF에서 해당 사용자의 콘텐츠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Item 부분에서는 콘텐

츠의 제목(Title), 주소(Link), 설명(Description), 분

류  태그(Category), 작성자(Author), 고유식별자

(Guid), 답 주소(Commnets), 작성일(PubDat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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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한다. Item 부분에서 분류  태그 

데이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해당 콘텐츠의 핵심 인 

키워드  분류명이 제공되며 이 데이터들의 수집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FOAF를 동 으로 갱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시스템 사용자

의 FOAF와 해당 foaf : knows에 기술된 사용자들의 

FOAF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FOAF를 시킨다. 만약 FOAF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의 리자라면 이미 FOAF를 시스템이 포함

하고 있으므로 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RSS 데이터의 수집은 1) 수집되어 있는 FOAF 

로 일에서 해당 사용자의 블로그나 웹 사이트 

주소를 추출하고 2) 추출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

고 있는 RSS를 수집하고 장한다. 를 들어, 어

떤 사용자 A의 FOAF를 수집했다고 했을 때 A의 

블로그 주소를 FOAF에서 추출한다. 그리고 그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RSS를 받아 데이터베

이스에 장한다.

3.4 OLAP cube의 생성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하여 OLAP 시스템에

서는 OLAP 큐 를 생성하는데 이는 스타스키마

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에서 보인 

스타스키마를 기반으로 OLAP 큐 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 인 FOAF의 리 기

법은 차원테이블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차원을 선

택하고 이를 큐 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정 시간 에 특정 사용자와 가장 비

슷한 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찾아 그 사

용자의 FOAF 일에 foaf : knows를 추가하는 

제를 든다. 이를 하여 id, time 그리고 category

이 게 세 개의 차원을 가진 OLAP 큐 를 생성한

<그림 5> 스타스키마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FOAF 일들

을 동 으로 리하기 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를 

먼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할 차원테이블을 선택한다. 를 들어 같

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심사를 갖는 

유 들을 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추출하고

자 한다면 link table, category table 그리고 id 

table을 차원으로 갖는 큐 를 생성한다.

•평가값으로 사용할 항목을 결정한다. 본 논문

에서는 사용자들의 추천횟수를 활용한다.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평가값은 foaf : knows 

의 개수나 조회 수, 페이지랭킹 등이 있다.

사용할 차원의 선택은 최소 1개에서 최  차원

테이블의 개수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평가값은 

OLAP 연산을 실행할 때 사용되며 이를 통해 연

계를 갖는 사용자를 찾는다. OLAP 큐 를 만들

어 OLAP 연산을 수행하려면 개념간의 상하  

계를 정의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별

로 사용자의 심사를 추출하여야 하므로 <그림 

6>과 같이 published time에 하여 개념의 상하

 계를 정의하 다. 



손종수ㆍ정인정

48  지능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2011년 6월

<그림 6> 시간에 한 개념 상하  계

<그림 5>에서 보이는 스타스키마를 기 로 

category, time 그리고 id를 각각 하나의 차원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사실테이블의 평가값을 사용자

가 입력한 태그의 사용횟수로 설정하면 <그림 7>

과 같은 OLAP 큐 를 생성된다.

<그림 7> 3-D OLAP 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시간이나 심사

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용자간의 연결 계를 빠

르고 효율 으로 반 하고 리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OLAP 큐 를 생성할 때 time 차원

테이블과 id 차원테이블은 필수 으로 포함이 되

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찾고자 하는 연결 계에 

해당하는 차원테이블을 큐 에 포함시킨다.

3.5 OLAP을 이용한 동  FOAF의 리

연결 계를 추출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가장 비

슷한 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의 연결

을 만들기 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해당 사용자의 주요 심사를 추출하는 것

이다. 이를 하여 <그림 5>와 같은 OLAP 큐

를 상으로 몇 번의 OLAP 연산을 실행한다. 두 

번째로 해당 사용자와 가장 비슷한 심사를 갖는 

사용자를 추출한다. 이 두 번의 단계를 거치면 해

당 사용자의 주요 심사를 추출할 수 있게 되며 

그 심사와 가장 유사한 추출하여 연결 계를 만

들 수 있다. <표 1>은 사용자들의 연결 계를 찾

고 FOAF를 갱신하기 한 알고리즘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OLAP 연산의 실행을 표 하기 하

여 (Matsuo et al., 2006)에서 제시한 데이터마이닝 

질의 언어인 DMQL을 사용하여 질의를 표 한다. 

DMQL은 OLAP 큐 를 만들고 OLAP 연산을 실

행하기 하여 만들어진 질의 언어로서 SQL과 비

슷한 언어 구조를 갖고 있으며 표 이 직 이다.

<표 1>의 알고리즘에서 find_id_interest() 함수

는 해당 사용자의 RSS에서 추출된 태그를 이용하

여 최근 심사를 추출한다. 여기서 추출된 사용자

의 최근 심사는 find_relation() 함수에서 매개변

수로 입력된다. find_relation() 함수는 사용자의 최

근 심사를 입력 받아 RSS를 통해 가장 비슷한 

사용자를 찾는다. 이 두 함수는 알고리즘 1에서 입

력 받은 키워드의 숫자만큼 반복 수행된다. 즉, 사

용자가 최근 3개월간 “Ontology”라는 태그를 RSS

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find_id_ 

interest()는 “Ontology”를 추출한다. 

그리고 find_relation() 함수는 “Ontology”를 입

력 받아서 최근 3개월간 “Ontology” 태그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용자를 찾아 메인 함수로 그 값을 

달한다. 메인 함수는 find_relation() 함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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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받은 아이디들을 사용자의 foaf : knows에 추

가한다. FOAF와 RSS를 수집한 상태에서 알고리

즘 1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각 사용자

의 foaf : knows는 동 으로 갱신된다.

알고리즘 1. extracting related users

input : selected dimensions, id, period of time, number of 
keywords

output : updated FOAF

1 load_cube(time, id, selected_dimension)
   // 선택된 차원들과 id, time으로 구성된 cube를 불러옴
2   while(number of selected dimensions j)
     //선택된 차원의 수만큼 반복
3      find_id_interest(dimension[j], id, period of time, 

number of keywords)
4 find_relation(dimension[j], id, period of time, most voted 

category)
        // j차원에 한 id의 계 찾기
5 end while
6 save related user IDs//k  명의 계된 유 를 장
7 return FOAF of id // FOAF 반환

function find_id_interest()
input : dimension j, id, period of time
output : most voted category
1 DMQL <- slice for id = “id”
2 DMQL <- roll up or drill down on time

(from date to period of time)
3 select number of keywords of most used category
4 return most used category

function find_relation()
input : dimension j, id, period of time, most voted category
output : related user IDs
1 DMQL <- dice for (dimension j)
2 DMQL <- roll up or drill down on time

(from date to period of time)
3  select related users
4  return related user IDs

<표 1> 동  FOAF 리 알고리즘

4. 제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를 

들어 설명한다. 먼  RSS와 FOAF를 수집하여 스타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한다. 그리고 OLAP 큐

는 category, month, id를 갖는 세 개의 차원테이블

과 투표 값을 매개로 하는 사실 테이블을 구성한다. 

본 제에서 선택한 차원은 category 차원테이블이

지만 사용자가 어떤 차원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OLAP 큐 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표 

2>와 같이 사실은 세 차원 열과 투표값 열을 갖는 

테이블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키워

드와 사용자의 련성을 측정하기 한 지표로 태그

의 사용된 횟수를 사용한다.

Dimensions Number of 
tag usedmonth category id

JAN AI Sohn 98

JAN Web2.0 Morgan 45

FEB Social Dimm 3

FEB Fuzzy Dimm 21

MAR Semantic web Morgan 87

MAY AI Sohn 56

MAY AI Morgan 32

MAY Semantic web Sohn 57

MAY Ontology Morgan 12

JUN Social Finaley 0

JUN Social Jongphil 45

JUN Semantic web Sohn 34

JUN Fuzzy Finaley 11

<표 2> 사실테이블

id, category, time 차원을 기반으로 3차원 OLAP 

큐 를 만들면 <그림 8>의 상단과 같다. 

연결 계를 찾고자 하는 사용자가 “Morgan”이

라고 할 때 Morgan의 최  심사를 추출한다. 다

음으로 사용자와 가장 련이 깊은 사용자들을 찾

는다. 이 과정은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LAP 연산 에서 dice와 roll up을 이용하며 <그

림 8>에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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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용자의 심사 찾기

<그림 9>의 하단 오른쪽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Morgan과 련이 있는 사용자는 Sohn과 Dimm 

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단계로 Sohn과 Dimm을 

상으로 <그림 9>와 같이 find_relation 함수를 실

행한다. 본 알고리즘이 마지막까지 모두 실행되고 

나면(ontology, AI)와 련된 사용자가 추출된다.

<그림 9> 연결 계 찾기

그리고 련이 있는 사용자를 모두 추출하고 나면 

이들을 foaf : knows에 추가한다. 아래 <그림 10>은 

제에서 보인 사용자 연결 계를 갱신한 FOAF

를 보인다.

<그림 10> 갱신된 FOAF

5. 구   평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평가하기 하여 다

음의 두 가지 항목에 해 평가하고 논의한다.

•기존 FOAF의 생성, 리 도구와의 성능 비교

• 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단  토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한 해결 방법

첫 번째 항목은 기존 FOAF를 생성하고 리하

는 여러 도구들과의 성능 평가  비교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장 을 보인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재 제공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에서의 단 을 분석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향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지에 해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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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스템 구

본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FOAF의 동  

리 갱신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구 한 시스

템을 보인다.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구 되었다.

•운 체제 : Windows XP

•개발 언어 : C#

•데이터베이스 : MS SQL

<그림 11> 구 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본 논문에서 보이는 시스템은 C#언어를 이용하

여 구 되었는데 C#언어는 객체지향 기반 언어로

써 인터넷 로그램  도우 로그램 등 다양

한 응용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

공하고 있다. 한 MS SQL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OLAP 연산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리 시

스템이다. 다음 <그림 11>은 본 구 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이다. <그림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는 스타스키마로 설계되

었으며 각 테이블에 FOAF와 RSS 데이터들이 삽

입되었다. 다음 <그림 12>는 사실 테이블에 삽입

된 데이터들의 일부이다.

<그림 12> 사실 테이블

5.2 FOAF의 동  갱신 기법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고 분석하기 

하여 우리는 다음 <표 3>과 같이 데이터를 수

집하 다.

FOAF RSS 의 개수

587 587 8691

<표 3> 수집된 데이터

구 된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587명의 FOAF 

일을 livejournal.com에서 수집하 으며 이를 이

용하여 587개의 RSS 일을 수집하 다. 그리고 

587개의 RSS 일에서 총 3691개의 을 데이터

베이스에 삽입하 다. 의 개수는 처음 수집했을 

때 한 RSS 일 당 10개씩의 코드를 수집하

으며 RSS 일을 수집하는 시 에서 을 10개 

미만으로 작성한 유 들이 부분 으로 존재하여 

4813개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그리고 그 후로 30

일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여 총 8691개의 을 

수집하 다. 본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을 검증하기 하여 다음 두 개의 분석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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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심사 변화량

• 심사 변화에 따른 foaf : knows의 변화량

첫 번째, 사용자의 심사 변화량은 알고리즘 1의 

find_interest() 함수와 련된 것으로써 사용자의 

주된 심사를 본 논문에서 수집한 30일간의 데이

터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분석을 실행하기 하여 

category, id, published 테이블로 구성된 OLAP 큐

를 생성하 다. 이 생성한 OLAP 큐 에서 임의

로 선택한 100명의 유 에 해서 각각 다음 분석 

과정을 거쳤다.

1) 사용자의 아이디를 매개변수로하여 id 테이블
을 슬라이스(Slice)

2) published 테이블의 week로 롤업(Roll-up) 

다음 <그림 13>은 각 사용자들의 심사 상  

10개를 추출하고 각 주차 별로 평균 변화 값을 백

분율로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13>에서 가로축

은 1주차부터 4주차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변화율

을 의미한다.

<그림 13> 사용자의 심사 변화율

<그림 13>은 처음 데이터를 수집한 날로부터 4

주차까지 임의로 선택된 100명 사용자의 심사 

변화율을 평균 내어 도식화한 것이다. 1주차에는 

처음 측했을 때에 비해 4%의 변화가 평균 으

로 발생하 으며 4주차에 이르러서는 19%의 변화

가 발생하 다. 그리고 이에 따라 4주차에는 각 사

용자 FOAF 일의 foaf : interest가 평균 으로 

19%가 동 으로 갱신되었다.

두 번째, 에서 보인 100명의 임의로 선택된 사

용자들의 심사 변화에 따른 foaf : knows의 변화

를 보인다. foaf : knows의 변화에 따른 foaf : knows

의 갱신은 foaf : knows에 새로 추가되는 사람을 

시키는 방법과 모든 foaf : knows를 새로 작성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foaf : knows는 사용자들

이 가진 심사와는 계없이 친분으로 삽입된 친

구 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foaf : 

knows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사용자의 

친구 계를 추가하기 하여 category, id, pub-

lished 테이블로 OLAP 큐 를 생성하 으며 각 사

용자에 하여 다음 분석 과정을 거쳤다.

1) 사용자의 심사 상  2개를 선택하여 category 
테이블을 다이스(dice)

2) published 테이블의 week로 롤업(roll-up)

다음 <표 4>는 100명의 친구 계 변화량 측정

한 결과의 일부분 이다.

아이디/주차 0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Criminal 29 31 38 38 39

betsyl 7 9 14 17 17

cherryboy 30 30 30 56 56

Danny_7 4 8 19 25 31

… 략 … … … … … …

<표 4> 사용자별 친구 계 변화

<표 4>에서 0주차는 처음 FOAF를 수집하 을 

때 foaf : knows의 개수이며 데이터를 수집한 주

차 별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fo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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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s를 갱신한 결과를 보인다. <표 4>에서 아

이디 ‘cherryboy’는 처음부터 3주차까지 심사의 

변화가 없다가 3주차 이후에 심사의 변화가 생

겨 친구 계가 3주차 이후에 30개에서 56개로 증

가했음을 볼 수 있다. 측한 100명의 사용자들의 

foaf : knows에 기입된 친구 계의 4주간 변화량 

평균은 약 9%로 측되었다.

본 에서 보인 시스템 구 을 통한 사용자 

심사의 변화와 친구 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이 사용자의 심사 변화

에 따른 친구 계 변화가 동 으로 반 되고 있음

을 보인다. 

5.3 FOAF 응용의 분석

기존에 FOAF를 자동 으로 생성하는 응용 에 

알려진 것들은 FOAF me(Foaf project), FOAF-O 

-Matic(John et al., 2007) 그리고 FOAF realm 

(Foafrealm) 등이 있다. 아래 <표 5>는 본 논문에

서 제시한 방법과 FOAF 응용들과의 기능 인 분

석을 한 표이다.

FOAF 응용 FOAF 생성 사용자 필터링 자동 갱신

제안하는 방법 ○ ○ ○

FOAF me ○ × ×

FOAF-o-matic ○ × ×

FOAF realm ○ ○ ×

<표 5> FOAF 응용의 기능 분석

FOAF me와 FOAF-O-Matic은 훌륭한 FOAF

를 생성하는 도우 응용이지만 많은 foaf : knows

를 직  작성해야 하는 단 이 있으며 많은 사용자

들 가운데 친구 계로 추가할 사용자를 필터링하는 

기능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FOAF realm은 분산 컴

퓨  환경에서 FOAF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임워크이다(Kruk, 2004). FOAF realm

은 사용자의 심사  출신학교 등으로 필터링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러 사용자들이 출

한 컨텐츠의 내용  기간에 따른 자동 인 업데이

트는 지원하지 않다. 한 사용자 필터링은 사용자

가 출 한 컨텐츠의 내용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

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  입력한 키워드를 기반으

로 동작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심사 변화에 따른 

연결 계는 동 으로 반 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한 방법은 출 된 콘텐츠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동 으로 연결 계를 반 하며 자동 으로 

FOAF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OAF의 자동 갱

신 기법은 사용자의 FOAF와 RSS를 분석하여 수

행되므로 개인 사용자를 한 FOAF 응용에서 

foaf : knows의 자동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에서 마  등의 목

으로 련 인맥 추천  사용자 분류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5.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의 목

Facebook, Twitter, Cyworld, livejournal 등 많

은 웹 2.0 기반 사이트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서비

스하고 있으며 부분 으로 FOAF를 지원하고 있

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부분의 웹

사이트들은 회원정보를 입력 받을 때 기입된 항목

을 기 로 친구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만약 어떤 회원의 심사가 변하게 되면 이에 

해 회원이 직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원들이 이에 해 빠르게 수정하지 않으면 시스

템은 계속 부정확한 친구추천을 하게 된다. 이 문

제를 해결하려면 시스템이 자동 으로 회원의 

심사를 추출하고 이를 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FOAF의 동  리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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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사용자들이 공유한 RSS의 내용을 축 하고 

이를 OLAP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간단히 연결

계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분석 방법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많은 연구에서 데이터

의 이식성(Portability)을 보장받기 하여 FOAF

를 기반으로 사용자 로 일 정보를 활용하고 있

다(Ravi et al., 2010).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FOAF 로 일은 정 이므로 동

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Lina, 2010). 본 논문에서 제안한 FOAF의 동

 리 기법을 활용하면 기존의 정 인 소셜 네

트워크 구축 방법의 한계를 넘어 사용자 심사 

 로 일 변화를 자동 으로 감지하고 소셜 네

트워크를 동 으로 구축하는 연구가 가능해진다.

6. 결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웹 2.0의 등장과 함께 

요한 미래 인터넷 기술로 각 받고 있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를 나타내고 추출하기 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아직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를 추출

하고 동 으로 업데이트하기 한 방법은 제시되

지 않았다.

본 논문은 소셜 네트워크 추출  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한 방법은 FOAF와 RSS를 기  자료로 한 

OLAP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이다. FOAF를 이용

하면 상호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로필  

다른 사람과의 계를 표 할 수 있다. RSS는 웹 

컨텐츠 출  언어로서 블로그나 키 등의 미디어 

사이트에서 새로 올라온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특정한 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콘텐츠 뿐 아니라 RSS를 제공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OAF를 통해 제공되

는 사용자의 로필과 RSS를 통해 제공되는 컨텐

츠 정보를 OLAP 시스템에 넣어 가공한다. 그리고 

OLAP 시스템에서 가공된 정보를 통해 FOAF를 

동 으로 갱신하고 리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

의 심사 뿐만 아니라 언어, 출신학교 등에 따른 

연결 계를 FOAF를 통해 표 할 수 있으며 RSS

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사용자의 심사를 동 으

로 FOAF에 동 으로 반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OAF와 RSS를 기 자료로 사

용하여 OLAP 시스템을 통해 FOAF를 동 으로 

갱신하고 리하는 방법에 해 논하 다. 본 논문

은 FOAF의 동 인 리에 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활용

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것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계형 데이터베이스 환

경에서 다차원 분석을 한 OLAP 시스템을 구동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계형 데이터

베이스는 FOAF와 RSS와 같은 RDF 기반 메타데

이터들을 처리하기 하여 합한 형태로 변환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처리 속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하여 RDF 기반 메타데이터를 변환 없

이 처리가 가능한 SparQL과 같은 질의 언어를 활

용하기 한 연구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 우리

는 RDQL, SparQL 등의 RDF 질의 언어를 이용한 

FOAF의 갱신 방법을 연구할 것이며 정보 처리 속

도를 비교하여 그 효용성에 하여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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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ynamic Management Method for FOAF Using RSS and OLAP cube

Jong-Soo SohnㆍIn-Jeong Chung

Since the introduction of web 2.0 technology, social network service has been recognized as 
the foundation of an important future information technology. The advent of web 2.0 has led to the 
change of content creators. In the existing web, content creators are service providers, whereas they 
have changed into service users in the recent web. Users share experiences with other users improving 
contents quality, thereby it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social network. As a result, diverse forms 
of social network service have been emerged from relations and experiences of users.

Social network is a network to construct and express social relations among people who share 
interests and activities. Today’s social network service has not merely confined itself to showing user 
interactions, but it has also developed into a level in which content generation and evaluation a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s the volume of contents generated from social network service and the 
number of connections between users have drastically increased, the social network extraction method 
becomes more complicated. Consequently the following problems for the social network extraction 
arise. First problem lies in insufficiency of representational power of object in the social network. 
Second problem is incapability of expressional power in the diverse connections among users. Third 
problem is the difficulty of creating dynamic change in the social network due to change in user 
interests. And lastly, lack of method capable of integrating and processing data efficiently in the 
heterogeneous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The first and last problems can be solved by using 
FOAF, a tool for describing ontology-based user profiles for construction of social network. However, 
solving second and third problems require a novel technology to reflect dynamic change of user 
interests and rel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method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of existing social 
network extraction method by applying FOAF (a tool for describing user profiles) and RSS (a literary 
web work publishing mechanism) to OLAP system in order to dynamically innovate and manage 
FOAF. We employed data interoperability which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FOAF in this paper. 
Next we used RSS to reflect such changes as time flow and user interests. RSS, a tool for literary 
web work, provides standard vocabulary for distribution at web sites and contents in the form of 
RDF/XML. In this paper, we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relations of users by utilizing FO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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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so collect user contents by utilizing RSS. Finally, collected data is inserted into the database 
by star schema. 

The system we proposed in this paper generates OLAP cube using data in the database. ‘Dynamic 
FOAF Management Algorithm’ processes generated OLAP cube. Dynamic FOAF Management 
Algorithm consists of two functions: one is find_id_interest() and the other is find_relation (). 
Find_id_interest() is used to extract user interests during the input period, and find-relation() extracts 
users matching user interests. Finally, the proposed system reconstructs FOAF by reflecting extracted 
relationships and interests of user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suggested idea, we showed the implemented result together with its 
analysis. We used C# language and MS-SQL database, and input FOAF and RSS as data collected 
from livejournal.com. The implemented result shows that foaf : interest of users has reached an average 
of 19 percent increase for four weeks.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d foaf : interest change, the number 
of foaf : knows of users has grown an average of 9 percent for four weeks. 

As we use FOAF and RSS as basic data which have a wide support in web 2.0 and social 
network service, we have a definite advantage in utilizing user data distributed in the diverse web 
sites and services regardless of language and types of computer. By using suggested method in this 
paper, we can provide better services coping with the rapid change of user interests with the automatic 
application of FOAF.

Key Words : Social Network, OLAP, FOAF,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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