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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文 槪 要

오늘날 인터넷 리소스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조직화하
는 것이 중요해 짐에 따라, 정보 리소스의 표현과 교환의 용이성 등을 제공하는 XML이
각광 받게 되었다.
XML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기계가 처리하기도 편한 간편성, W3C 표준으로 개방성,
고정된 태그가 없고 새로운 태그를 추가 할 수 있는 확장성, 스키마 정보 없이 Tag와
Attribute의 형태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self-desctription, 내용과 표현의
분리함으로써 같은 내용의 다중 화상 또는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어 Software AG, IBM, Sun, Microsoft, Netscape, DataChannel, SAP와 같이 많은 업체
들이 벌써 XML을 위한 지원을 발표 하는 등 업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
XML을 파일 전체를 저장하는 네이티브 XML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XML 파일 자
체에 질의, 검색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2].
Xpath[3] 나 Xquery[4] 등 XML 파일에 대한 질의가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질의들은 대부분이 사용자가 문서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질의가 가능하였다. 이는 XML 문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질의가 거의
불가능하게 하며, 익숙한 사용자들도 각각의 문서 구조에 따라 질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
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에서 대화할 때의 질의 형태로 데이터 이름과 값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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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질의가 가능한 CXQuery가 앞으로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질의가 가능할 거라
보고 기존의 XML DBMS에서 CXQuery가 사용될 수 있도록 XQuery로 변환하는 변환기
를 개발하였다.
CXQuery를 Xpath 기반의 Xquery로 변환함으로써 사용자가 만들어진 XQuery를 보
며 자신이 원하는 질의를 찾아 선택하여 질의를 실행하도록 하여 문서 구조에 대한 지식
이 없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질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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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 배경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거대 네트워크의 연결은 개인, 기업 내/기업간,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인터넷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이기종 간의 응용시스템의 통합, 서로
다른 포맷의 데이터 통합, 상황에 따른 웹 페이지의 레이아웃 수정, 상호 연결 가능한
파일 등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검색, 전자상거래, 데이터 처리와 공유 등의 부분에서
웹을 수용하고 활용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보교환의 자동화에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 졌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MetaData의 사용과 표준이 되는 Shared Context의
정립과 활용이 제시 되었다. 즉, HTML은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표준

기반

방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

HTML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웹에서 구조적 데이터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표준
표현(representation)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 표준인 XML은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
두루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XML은 다양한 데이터 종류를 임의 형태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모델로 XML의 이러한 단순하고 유연한 특성 때문에 여러 응용 분야 즉, 전자 상거래,
재정 서비스, 화학, 멀티미디어, 웹 서비스, 데이터 마이닝 등과 같은 분야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는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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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부터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질의 언어들도
제안되었다. 또한 설계된 질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서
저장 기법, 인덱싱 기법, 질의 처리 기법, 질의 최적화 등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XML 관련 응용 프로그램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XML은 웹 페이지 마크업 표준뿐만 아니라 웹 운영의 단순화와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제목,
저자, 색인 등 자료검색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5].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은 XM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웹 상에서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는 HTML 보다 좀더 유용한 태그 언어인 XML을
쓰는 방법을 정의하는 XML 스키마 사양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XML 문서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XML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질의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XML 문서 구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사용자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서 구조를 모르는 경우 거의 질의가 불가능하게
된다[6]. 예를 들어 우리가 XML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원한다고 하자.

Q1. 장르는 action이고 ‘Jean Reno’이라는 배우가 주연 한 영화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러면 사용자는 우선 질의하기 위해 문서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같은 영화 정보를 가지고 만든 XML 문서들이지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문서의 구조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여러 형태의 문서들이 존재한다. 각
문서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문서마다 질의가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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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movie (year, country*,

<!ELEMENT movie (production,

genre*, title, director, actor+)+>

detail_info, people)+>

<!ELEMENT year (#PCDATA) >

<!ELEMENT production (#PCDATA)>

<!ELEMENT country (#PCDATA) >

<!ATTLIST production year CDATA #IMPLIED >

<!ELEMENT genre (#PCDATA )>

<!ATTLIST production country CDATA #IMPLIED >

<!ELEMENT title (#PCDATA) >

<!ELEMENT detail_info (#PCDATA)>

<!ELEMENT director (#PCDATA) >

<!ATTLIST detail_info genre CDATA #IMPLIED>

<!ELEMENT actor (#PCDATA) >

<!ATTLIST detail_info title CDATA #IMPLIED>

문서 1 : 비포함 구조/ 단일 레벨 구조

<!ELEMENT people (#PCDATA)>
<!ATTLIST people actor CDATA #IMPLIED>
<!ATTLIST people director CDATA #IMPLIED>

문서 2: 비포함 구조/ 애트리뷰트 표현

<!ELEMENT movie (general_info, detail_info)+>
<!ELEMENT general_info (year, country*,
genre+)>
<!ELEMENT year (#PCDATA)>

<!ELEMENT genre (country, year)+>

<!ELEMENT country (#PCDATA)>

<!ATTLIST genre type CDATA #IMPLIED >

<!ELEMENT genre (#PCDATA)>

<!ELEMENT country (#PCDATA)

<!ELEMENT detail_info (title, people)+>

<!ELEMENT year (movie)*>

<!ELEMENT title (#PCDATA)>

<!ELEMENT movie (title, people)+>

<!ELEMENT people (director, actors)*>

<!ELEMENT title (#PCDATA)>

<!ELEMENT director (#PCDATA)>

<!ELEMENT people (#PCDATA)>

<!ELEMENT actors (actor)*>

<!ATTLIST people actor CDATA #IMPLIED>

<!ELEMENT actor (#PCDATA)>

<!ATTLIST people director CDATA #IMPLIED>

문서 3 : 비포함 구조/
문서 4: 비포함 구조/ 애트리뷰트 삽입

다중 레벨의 엘리먼트 표현

[그림 1- 1] title, genre, actor 사이의 다양한 문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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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가 문서의 구조를 모르더라고 질의가 가능한 CXQuery가 제안되었다.
CXQuery는 단지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 이름과 그 값만을 명시하고 데이터들 사이의
경로를 명시하지 않는 내용 기반 애드 혹 질의를 지원하도록 한다. CXQuery는 다양한
문서의 구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이들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똑같은 하나의 질
의 표현으로 “Leon”이라는 영화 제목을 검색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7].

Genre=”action” and actor=”Jean Reno”

사용자가 문서의 구조를 모르더라도 질의가 가능함으로써 편리성과 함께 문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2 연구 목적 및 내용
XML 데이터 모델이 임의의 구조로서 문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문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데이터 모델보다 많은
문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똑같은 정보를 찾기 위해 XQuery 질의시 같은 데이터에 대한
문서구조가 다름에 따라 질의가 모두 달라져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하나의 질의로 같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기존의 CX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ML 문서를 파싱하여 DBMS에 저장을 한 뒤
DBMS에서 질의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CXQuery를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전용 엔진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시스템 구축에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각 도메인 별로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여야 하는 트레이드
4

오프(trade-off)를 갖는다. 반면 XQuery는 사용자가 쿼리를 하기 위해서 문서 구조를
모두 알아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기존의 XM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사용자들이 편하기 사용할 수 있는 CXQuery로 질의한 것을 문서 구조에 기반한
XQuery로 바꾸어 줌으로써 XML 문서의 변환 없이 질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CXQuery를 기존 XML 질의 시스템에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는
쉽고 편안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CXQuery로 질의를 입력하고 입력된 CXQuery는 변환
시스템에서 그에 상응하는 XQuery로 변환된다. 입력된 한 개의 CXQuery는 문서
구조에 따라 여러 개의 XQuery로 변환된다. 이렇게 생성된 XQuery를 사용자에게 보내
사용자가 다시 본인이 원하는 XQuery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문서 구조를 모두
알 필요 없이도 모든 문서 구조에 대해 고려된 XQuery를 실행 할 수 있다. 또한 생성된
XQuery

중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를

선택하여

실행함으로써

CXQuery가

가지는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XML 질의를 위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어떻게 XML 문서에 질의를 하는지 알아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XQuery를 XQuery로 변환하여 질의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방법에 설명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5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과 결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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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XML 문서의 구조와 XML 문서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XML
질의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기존의 XML 문서의 저장과 질의가 가능한 사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기존의 XML 질의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인

CXQuery가

기존

시스템을

이용

가능하면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CXQuery의 변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2.1 XML 질의 언어
2.1.1 XPath

XPath란 XML 문서의 부분을 정의하기 위한 W3C의 표준 문법 규약으로

XML

엘러먼트를 정의하기 위하여 path(경로)를 사용한다. XPath 는 표준함수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XSLT의 주요 부분이나 XML로 쓰여지지 않았다. 즉, XPath는 XML 문서의
부분을 정의하기 위한 문법 규약(syntax rule) 의 집합으로써 XPath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XSLT 문서를 생성할 수 없다.
경로식(path

expression)을

사용하며

XPath는 XML 문서의 노드를 정의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로들은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였던 표현과 아주 유사하다.
XML 문서는 우리가 컴퓨터의 폴더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트리 구조로 표현된다.
XPath는 XML 문서 속에서 노드를 찾기 위해 패턴식(pattern expression)을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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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ath의 패턴은

/로 분리된 자식 엘러먼트의 이름들의 리스트로써 XML 문서에서의

경로를 표현하며

패턴은 경로에 매칭되는 엘러먼트를 선택한다.

아래의 XPath식은 movies 엘러먼트의 모든 movie 엘러먼트의 title 엘러먼트를
선택한다.
XPath 표현식 : /movies/movie/title

<movies>
<movie>
<p_year>1994</p_year>
<nation>America</nation>
<genre>drama</genre>
<m_title>Leon</m_title>
<main_actor>Jean Reno</main_actor>
</movie>
</movies>
XPath의 위치 경로는 절대 또는 상대 경로 둘 중 하나이다. 절대 경로는 /로 시작하며
상대 위치 경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로 구분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위치 단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에 한 단계씩 체크한다. 즉, 각 단계에서
현재의 노드셋(node-set)에 속해 있는 각 노드를 대상으로 하여 체크한다. 만약 위치
경로가 절대 경로이면 현재의 노드셋은 루트 노드로 구성된다.

만약 위치 경로가 상대

경로이면 현재의 노드셋은 식에 사용된 노드로 구성된다.

2.1.2 XQuery

XQuery 언어로 된 질의에는 하나 이상의 질의 표현식이 있다. XQuery는 조건 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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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구성자, FOR, LET, WHERE, RETURN(FLWR) 표현식, 연산자와 함수 호출 및
수량화된 표현식, 유형 검사 및 경로 표현식을 지원 한다. 일부 XQuery 표현식은 단순
노드 값(예: 요소와 속성) 또는 원자 값(예: 스트링과 번호)을 구한다. 질의는 노드와
단순 값의 시퀀스도 구할 수 있다[8].
XQuery의 결과물은 XML Query Data Model의 인스턴스이다. XQuery는 XML 스키마
유형을 사용하고 컴파일 시간에는 정적유형을, 실행 시간에는 동적 유형을 제공하며
원시 유형과 파생 유형 또한 지원한다.
XQuery에 대해 논의할 때, FOR, LET, WHERE, RETURN 절을 사용하는 레코드 검색,
레코드 필터링, 레코드 변환 구문인 FLWR 표현식을 사용한다.
FLWR 표현식은 몇 개의 바인딩을 생성하고 술어를 적용하며 결과 집합을 생성한다.
FOR는 선택한 노드에 대해 바인딩을 작성하는 반면, LET은 단일 바인딩을 작성한다.
중첩이 가능한 FOR 절은 XQuery가 결과 시퀀스를 통해 반복될 때 루프 작성 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XQuery는 SQL과 동일한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SQL에는 노드라는
고유 개념이 없고 트리의 노드 위치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XQuery 1.0은 갱신 지원이 계획되어 있지만 현재는 갱신 (Update)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XQuery와

SQL은

몇

가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한다.

두

언어

모두

투영(Projection) 연산 및 변환 연산(SQL SELECT 또는 XQuery RETURN)을 위한
키워드를 제공한다. SQL은 테이블 간의 결합을 지원하고, XQuery는 다중 문서 간의
결합을 지원한다.
XQuery는 필터링에 WHERE를, 정렬에는 ORDER BY를 제공한다. XQuery와 SQL
모두 함수 호출과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제공한다.

2.1.3 CX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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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Query는 XML 문서에 구조 독립적인 질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고 개발한 질의
처리 기법이다. CXQuery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경로 기반 질의는 XML 문서의 구조에 대해 자세한 지식을 요구하지만
CXQuery 기반 질의는 사용자에게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만일 사용자가 검색하기 원하는 데이터 이름과 값은 아는데 그들 사이의 경로는
잘 모르는 문서를 대상으로 경로 기반 질의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사용자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여 문서에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사용하여 질의하여야
하고 질의 처리기는 이러한 모든 경로를 하나씩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CXQuery 기반
질의 표현을 사용하면 단지 하나의 표현식으로 질의가 가능하고 질의 처리기는 이 질의
표현식 하나를 한번에 처리하여 원하는 결과를 반환하기 때문에 질의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된다.
셋째, CXQuery의 질의 처리 기법은 단순한 키워드 검색과는 다르게 데이터 이름과
값을 명시할 뿐 아니라 문서의 질의 표현식에는 명시하지 않지만 데이터 이름들 사이의
경로들을 질의 처리기가 모두 고려하여 검색하기 때문에 키워드 기반 검색보다 검색
정확도를 훨씬 향상시킬 수 있다.

2.2 XML 지원 데이터베이스
많은 기업들이 정보관리나 데이터교환, 통합 등을 위해 XML을 도입함에 따라 XML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질의, 검색, 조작하는 등의 “XML 데이터 관리”의 문제가
이슈화

되었고,

요구사항에

각각

데이터베이스
다른

벤더들은

방식의

이러한

대응책을

새로운

내놓았다.

포맷의
상용관계형

데이터

관리라는

데이터베이스나

객체지향데이터베이스들은 XML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확장기능과 플러그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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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았고 기존 DBMS에서 XML을 관리하는 방식 이외에도 새로운 형식의 DBMS인
네이티브(Native) XML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였다.
네이티브 XML 데이터베이스는 XML을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XML
데이터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빠른 성능으로 계층적 구조의 XML 데이터를 조작,
관리하기 위해 XML을 네이티브 XML 포맷 그대로 저장한다.

2.2.1 기존의 XML 문서 관리방식

z

파일시스템 기반방식은 개별 XML 문서를 파일의 형태로 특정 폴더에 저장하는
것으로, 문서 전체에 대한 추가 작업이 파일 단위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저장 및
추출 속도가 빠르나, XML 문서 추출시 마다 XML 파싱(parsing)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z

통합

RDBMS

기반방식은

XML

문서를

RDBMS의

BLOB(Binary

Large

Object)나 CLOB(Characte Large Object)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문서의
저장 및 추출 속도가 빠르나, 문서의 부분 수정이나 검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z

분할 RDBMS 기반방식은 XML 문서를 구성하는 각 요소 단위로 분할하여
RDBMS에서 테이블의 필드에 저장하는 것으로, 문서의 부분 수정이나 검색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나, 문서 추출시 여러 테이블에 대한 조인과정을
거치므로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 중심의 XML 문서내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계형 또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데이터

스토리지를

위해

튜닝된

XML

가능

데이터베이스(XML Enabled Database)와 몇 가지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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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송소프트웨어는

XML

가능

데이터베이스(XML

Enable

Database)에

구축되거나 서드파티 미들웨어가 될 수 있다. 문서중심의 XML 문서를 저장하거나
가져오기 위해서는 XML 전용 데이터베이스(Native XML Database) 또는 컨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이 필요하다.

2.2.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XML의 비적합성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저장, 관리를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XML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XML 데이터 저장소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XML을 관계형 테이블 구조로 매핑해야 하고 이에 따라 많은 수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
XML 데이터가 복잡하고 계층이 깊을수록 많은 수의 테이블을 필요로 한다. 운영
단계에는 저장, 질의과정에서 XML과 관계형 테이블간의 변환처리에 따른 성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유지, 보수 단계에는 다수의 테이블을 관리해야 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고, XML 데이터의 구조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대부분 XML
데이터는 데이터중심과 문서중심으로 명확하게 분리되기보다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을
혼합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중심 XML 저장 관리에 적합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XML 데이터 저장소로 채택했다가 문서중심 XML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 경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XML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꺼냈을 때 원본 XML 문서를 손상 없이
그대로 복원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수용하지 못하는 XML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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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데이터를 다른 구조로 매핑, 변환하는데서 생기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네이티브 XML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는 [표 21]에서 장단점을 살펴 볼 수 있다.

구분
장점

단점

RDBMS

XML DBMS

-안정적 기술 사용

-XML의 표현 & 질의 처리 우수

-지원벤더의 다양

-빠른 어플리케이션 속도

-개발자 다수

-XML 변환 시간 감소

-기존 인프라의 재활용

-Xpath Query 이용

-XML Data의 변환시간

-시스템 안정성과 기능성 떨어짐

-XML과 근본적 구조 상이

-기존

-XML장점100%활용 어려움

기능을 제어 못함

DB의

질의어

최적화,

동시성

[표 2- 1] RDBMS와 XML DBMS의 장단점 비교

2.2.3 Native XML 데이터베이스

네이티브 XML 데이터베이스는 XML 데이터를 XML 형식 그대로 저장하고 질의하기
위한 구조화된 모델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가 XML 문서에 대한 (논리적)모델을
정의하고, 그 모델에 따라 XML 문서를 저장하고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9]. 저장하는
기본 단위로는 특정한 물리적인 저장 모델을 요구하지 않지만, 논리적인 저장단위로
XML 문서이어야 한다. 네이티브 XML 데이터베이스는 XML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마찬가지로 트랜젝션, 보안,
다중사용자

접근,

프로그램밍

API,

질의언어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다른 점은 단지 내부 모델이 XML 기반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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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XML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중심

XML과

문서중심

XML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XML 전용 데이터베이스는 XML 문서를 저장하는 모델에 따라 크게 텍스트 기반 또는
모델 기반으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기반 XML 전용 데이터베이스는 XML 문서를
텍스트 형태로 통째로 저장하고 XML 문서를 접속하기 위해 몇몇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모델 기반의 XML 전용 데이터베이스는 DOM 트리처럼 XML 문서의 바이너리 모델을
저장한다.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Software

AG의

Tamino[10],

X—Hive사의

X—Hive/DB[11], eXcelon 사의 eXtensible Information Server(XIS)[12], Ipedo사의
Ipedo[13] 등이 있다.

2.2.4 XML-Enabled 데이터베이스

XML-Enabled 데이터베이스는 XML 포맷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모델(일반적으로
관계형 모델) 간의 매핑, 변환을 위한 확장 기능을 제공한다. XML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XML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간에
매핑이 이뤄져야 한다. 주로 데이터 중심 XML을 처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XML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값을 관계형
테이블의 칼럼에 저장하거나 XML 문서 전체를 LOB 형태로 저장한다. IBM DB2[14],
Oracle[15], MS SQL 서버[16], 사이베이스 등 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의 XML
지원을 위한 확장 기능을 제공하여 XML-Enabled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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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XQuery 변환기의 설계 및 구현

본 연구에서 구현한 CXQuery의 XQuery 변환기는 사용자가 CXQuery로 쉽게 질의가
가능하면서

기존의

XML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XQuery로

변환하여 질의가 실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CXQuery에서 XQuery로 변환하기 위해 XML
문서 구조를 아는 경우는 문서의 구조에 따라 XQuery로 변화하도록 하였고, XML 문서
구조를 모른다 하더라도 질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이름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로를 고려하여 질의를 생성하였다. 사용자가 질의한 데이터 이름들
간의 경로가 너무 상이함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위해
threshold를 조절함으로써 적절한 XQuery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XML 문서에 나타날 수
있는 한 문서에서 동일한 데이터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 데이터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질의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직접

생성된

XQuery를

선택함으로써 CXQuery의 모호성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거쳐 질의를 처리한다. 먼저 XML 문서의 저장,
CXQuery를 그에 해당하는 XQuery 변환, 변환된 XQuery를 사용하여 저장된 XML
문서에 질의를 실행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질의를 처리한다.
1) 사용자는 User interface로 CXQuery 입력한다.
2)

CXQuery를 Xquery로 변환하여 만들어진 XQuery를 User Interface를 통해
사용자에게 반환

3)

만들어진 Xquery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쿼리 선택

4)

선택된 쿼리를 실행 (다양한 DBMS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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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CXQuery는 문서 구조에 따라 여러 개의 XQuery로 변환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는 만들어진 XQueries 중에서 단 몇 개에만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쿼리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림 3- 1]변환기를 사용한 XML DBMS 시스템 구조도

이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는 [그림 3- 1]과 같다. 사용자는 User Interface를 통해
입력과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CXQuery 변환기는 입력된 CXQuery를 XQuery로
15

변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XQuery를 사용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XQuery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에게 선택된 XQuery만을 실행함으로써 전체
XQuery를 실행하는 것보다 모호성을 줄이고 XQuery를 실행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의 이름과 값만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CXQuery가 XQuery로
변환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림 3-2]처럼 CXQuery를 XQuery로
변환할 때 XML 문서의 구조를 아는 경우와 문서의 구조를 모르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3- 2] CXQuery의 XQuery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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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XML 문서의 구조를 모르는 경우
CXQuery가 주어질 때 사용자는 데이터 이름과 값을 주어 질의를 한다. 예를 들어,
장르가 액션이라고 할 때 사용자는 genre=”action”이라고 조건을 쓰게 된다. 이 조건을
XQuery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는 먼저 XML 문서에서 이 조건이 쓰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위 조건이 문서에서 쓰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는 [표 3- 1]과 같다.

[표 3- 1] genre의 모든 가능한 경로들
문서

데이터 경로

질의

문서 1

데이터 이름이 element이고 이 element가

//genre=”action”

값을 가지는 경우
문서 2

데이터 이름이 attribute인 경우

//@genre=”action”

문서 3

데이터 이름이 element이고 이 element의

//genre//*=”action”

자식 element가 값을 가지는 경우
문서 4

데이터 이름이 element이고 이 element의

//genre//@*=”action”

자식 element의 attribute가 값을 가지는 경우

위의 모든 가능한 구조를 genre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가질 수 있다.

//genre=”action”

OR

//@genre=”action”

//genre//@*=”action”

actor와 또한 다음과 같이 변환될 것이다.
17

OR

//genre//*=”action”

OR

//actor=”Jean Reno” OR //@actor=”Jean Reno” OR //actor//*=”Jean Reno” OR
//actor//@*=”Jean Reno”

Return 절의 title의 경우에는 데이터 이름만 주어질 뿐 값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서1, 문서3, 문서4의 구조가 모두 엘리먼트인 경우로 묶을 수 있다. 즉 title이라는
엘리먼트를 찾으라고 할 경우 그 엘리먼트 이하의 모든 자식들이 반환되기 때문에
엘리먼트인 경우로 합쳐질 수 있다. 따라서 return절의 경우 데이터가 엘리먼트인
경우와 어트리뷰트인 경우 2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title or //@title

이러한 조건에 의해 Q1을 CXQuery에서 XQuery로 변환 한 것의 결과가 [표 3-2]와
같다.

3.2 XML 문서의 구조를 아는 경우
XML 문서의 구조를 아는 경우에는 CXQuery에 적힌 데이터 이름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아 완전한 경로를 적어줌으로써 문서의 구조에 맞춰 XQuery로 변환하여주게 된다.
문서의 구조가 다를 경우 데이터 경로도 달라지기 때문에 DTD마다 서로 다른
XQuery가 생성된다.
문서의

구조를

아는

경우의

질의의

변환은

DTD의

구조

정보를

저장한

뒤

CXQuery의 각 데이터 이름을 구조 정보 테이블에서 각 노드의 전체 경로를 찾아
CXQuery의 각 데이터에 치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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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CXQuery와 XQuery 질의 표현
CXQuery

XQuery
For $c in doc()

For $c in doc()

Where

Where

($c//genre=”action” OR $c //genre//*=”action” OR

genre=”action”

$c //@genre=”action” OR $c//genre//@*=”action”)

AND

AND

actor=”Jean Reno”
Return title

($c//actor=” Jean Reno” OR $c//actor//*=”Jean Reno” OR
$c //@actor=”Jean Reno” OR $c//actor//@*=” Jean Reno”)
Return $c//title
For $c in doc()
Where
($c//genre=”action” OR

$c //genre//*=”action” OR

$c //@genre=”action” OR

$c//genre//@*=”action”)

AND
($c//actor=” Jean Reno” OR

$c//actor//*=”Jean Reno” OR

$c //@actor=”Jean Reno” OR $c//actor//@*=” Jean Reno”)
Return $c//@title

3.2.1 구조 정보 테이블의 저장

XML

문서의

구조정보는

DTD파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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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다.

DTD(Document

Type

Definition)는

문서의

형태를

정의하는

것으로서

XML문서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하며, DTD를 사용하여 요소와 요소의 내용, 속성과 속성 내용 그리고
요소의 순서나 반복성 등을 미리 정의해 놓고 XML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문서이다.
이렇게 문서 구조 정보가 주어진 경우 데이터 이름과 데이터가 값을 가질 수 있는 유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 정보를 파싱하여 저장하여 둠으로써
CXQuery의 XQuery 변환 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1.1 DTD 파일의 구조 정보 분석

[그림 3- 3]의 DTD파일에 선언된 데이터들의 리스트 형태는 [그림 3- 4]와 같다.
각각의 노드는 자신의 부모를 가리키고 있다. 각 데이터의 부모를 따라 루트까지
되돌아가면 각 노드의 전체 경로를 알 수 있다.

<!ELEMENT movies (movie+)>
<!ELEMENT movie (country, genre,
title, director, actor)>
<!ELEMENT country (#PCDATA)>
<!ELEMENT genre (#PCDATA)>
<!ELEMENT title (#PCDATA)>
<!ELEMENT director (#PCDATA)>
<!ELEMENT actor (#PCDATA)>
<!ATTLIST movie year CDATA #REQUIRED>

[그림 3- 3] 예제 DTD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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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예제 DTD의 데이터들의 리스트 형태

이러한 데이터 정보를 자신의 부모까지의 경로와 데이터 정보를 가진 테이블 형태 [표
3-3]과 같이 저장한다.

[표 3- 3] XML 구조 정보를 테이블에 저장
Type

Data type

Path

Name

ELE

P

/

movies

ELE

P

/movies

movie

ATT

L

/movies/movie

year

ELE

L

/movies/movie

country

ELE

L

/movies/movie

genre

ELE

L

/movies/movie

title

ELE

L

/movies/movie

director

ELE

L

/movies/movie

actor

[그림3- 3]의 DTD는 데이터들이 모두 중첩 되지 않은 가장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21

있다. 이 문서의 구조 정보를 각 노드의 타입, 그 노드까지 이르는 경로, 노드의 이름을
따로 저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테이블에 저장된 각 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z

Type : 데이터가 Element인지 Attribute인지를 저장한다.

z

Data type: 데이터의 위치를 알려준다. 즉, 데이터가 말단 노드인지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는지의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시 사용되는 약자는 다음을 뜻한다.
Ö

L인 경우: 데이터가 말단 노드임을 뜻한다. 이 노드는 값을 가질 수는
있으나 (#PCDATA 형) 자식 Element는 가질 수 없다.

Ö

P인 경우: 데이터가 자식 노드만을 가짐을 뜻한다. 이 노드는 자식
Element만을 가지며 자신은 값을 가질 수 없다.

Ö

C인 경우: 데이터가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식 Element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z

Path : 데이터의 부모까지의 경로를 저장한다.

z

Name: 데이터의 이름을 저장한다.

데이터

이름과

타입을

분리하여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이름이

Element인지

Attribute인지에 고려할 필요 없이 검색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문서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Q1의 질의를 CXQuery 형태로 질의시 사용되는
title, genre, actor를 테이블의 name으로 검색하여 경로를 구해낼 수 있다. 즉 title 의
경로

/movies/movie/title,

genre의

경로

/movies/movie/actor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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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movie/genre

와

actor의

경로

3.2.1.2 데이터 이름이 중복하여 사용될 때의 구조 정보
XML 문서의 경우 같은 데이터 이름을 반복하여 가질 수 있다. [그림3- 5]는 데이터
이름이 중복 사용된 DTD문서를 보여준다.

<!ELEMENT movie (year, country, genre,
title, director, actor)+>
<!ELEMENT year (#PCDATA)>
<!ATTLIST year yyyy CDATA #IMPLIED>
<!ELEMENT country (#PCDATA)>
<!ATTLIST country name CDATA #IMPLIED>
<!ELEMENT genre (#PCDATA)>
<!ELEMENT title (#PCDATA)>
<!ATTLIST title name CDATA #IMPLIED>
<!ELEMENT director (#PCDATA)>
<!ATTLIST director name CDATA #IMPLIED>
<!ELEMENT actor (#PCDATA)>
<!ATTLIST actor name CDATA #IMPLIED>

[그림 3- 5] 데이터 이름이 중복하여 나오는 경우

[그림 3- 5]의 문서의 구조에서 name이라는 데이터 이름은 4번이나 반복된다. 이
문서를 리스트 형태와 테이블의 저장 모습은 [그림 3-6]과 [표 3-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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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 데이터 이름이 중복될때의 리스트 형태

[표 3- 4] 데이터 이름이 중복될 때의 테이블
Type

Data Type

Path

ELE

P

/

movie

ELE

P

/movie

Yaar

ELE

L

/movie

Country

ELE

L

/movie

Genre

ELE

L

/movie

title

ELE

L

/movie

Director

ELE

L

/movie

Actor

ATT

L

/movies/year

yyyy

ATT

L

/movie/country/@name

name

/movie/title/@name
/movie/director/@name
/movie/acto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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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만약

CXQuery에서

name이라는

/movie/country/@name,

데이터

이름이

사용된다면

/movie/title/@name,

Name의

경로는

/movie/director/@name,

/movie/actor/@name 이렇게 4개의 경로를 리턴해 주게 된다.

3.2.2 XQuery의 생성

문서 구조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면 데이터 이름과 값만으로 질의를 하여도 그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찾아 그 경로를 찾아 낼 수 있다.

CXQuery를 XQuery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친다.

1)

CXQuery의 질의문으로부터 데이터 이름을 찾아낸다.

2)

문서 구조 테이블로부터 데이터 이름에 해당하는 경로를 찾는다.

3)

각 문서 경로로부터 동일한 경로를 구한다.

4)

각 데이터의 동일한 경로는 for문의 doc() 부분을 바꿔준다.

5)

각 데이터의 경로에서 동일한 경로 이후 부분으로 where과 return절의 데이터
경로로 수정한다. 수정시 노드의 Data type을 고려하여 수정한다.

[그림3- 3]의 문서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CXQuery를 XQuery로 변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CXQuery : for $c in doc()
Where genre=”action” and actor=”Jean Reno”
Retur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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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CXQuery가 입력 되었을 때 질의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이름으로 genre,
actor, title이 사용되었다. 이 데이터 이름을 [표 3-3] 의 구조 정보 테이블로부터 그
경로[표3 -5]를 찾아낸다.

[표 3- 5] 구조 정보 테이블로부터 데이터 추출
Type

Data type

Path

Name

ELE

L

/movies/movie

Genre

ELE

L

/movies/movie

Title

ELE

L

/movies/movie

Actor

…

…

…

….

genre : /movies/movie/genre
actor : /movies/movie/actor
title : /movies/movie/title

위의 각 노드들의 동일한 경로는 /movies/movie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XQuery의
for $c in doc() 는 for $c in /movies/movie 로 바꾸어 준다. 또한 where절과
return절에 쓰인 각 데이터들을 총 데이터 경로에서 동일한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로 바꾸어 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바뀐 XQuery는 다음과 같다.

XQuery : for $c in /movies/movie
where $c/genre=”action” AND $c/actor=” Jean Reno”
return $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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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정보 테이블에서 얻어낸 데이터들의 경로를 트리 형태로 구조화한 후 트리
구조로부터 XQuery로 변환되는 모습은 [그림 3-6]과 같다.

[그림 3- 7] 데이터들의 트리 구조로 본 CXQuery의 XQuery 변환

위의 구조 정보는 각 데이터들의 데이터 타입이 L인 말단 노드인 경우에 변환된
XQuery이다. 말단 노드의 경우 바로 자신이 스트링의 데이터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이름에 바로 값을 대입하는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가 알고 있는 데이터 이름과 그 값 사이에 또 다른 데이터 이름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또한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림

3-

8]의

경우

genre와

“action”이라는 값 사이에 type 이라는 데이터 이름이 삽입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genre=”action” 이라는 경로로 질의 시 올바른 결과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genre의 모든 자식 노드의 값을 고려한 genre//*=”action” 이라는 경로가
적합할 것이다. 이것은 삽입된 임의의 데이터 이름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 구조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Data type을 고려하여 노드의 경로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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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 데이터 이름과 값 사이에 다른 데이터 이름이 삽입된 경우

Data type에 따른 노드의 경로 수정은 다음과 같다.
z

Data Type이 L 인 경우 :


스트링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이름에 값 대입


z

/movies/movie/genre=“action”

Data Type이 P 인 경우 :


자신은 스트링 데이터를 가질 수 없으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어트리뷰트, 자식 노드, 자식 노드의 어트리뷰트가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z



/movies/movie/genre/@*=“action”



/movies/movie/genre//*=“action”



/movies/movie/genre//*/@*=“action”

Data Type이 C 인 경우 :


위의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짐


/movies/movie/genre=“action”
28



/movies/movie/genre/@*=“action”



/movies/movie/genre//*=“action”



/movies/movie/genre//*/@*=“action”

[그림 3- 8]의 데이터 구조로부터 Data type을 고려하여 생성된 XQuery는 다음과
같다.

XQuery : for $c in /movies/movie
where ($c/genre//*=”action” OR $c/genre//*/@*=”action” OR
/movies/movie/genre/@*=“action”) AND $c/actor=” Jean Reno”
return $c/title

3.2.3 신뢰도의 조절

CXQuery는 조건절에 주어지는 데이터 이름과 데이터 값 사이에 모든 경로를
생략하여 표현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질의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데이터 이름과 그 값
사이에 어떤 데이터가 삽입되는지 또는 데이터 이름 사이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질의 처리기는 이렇게
질의문에 생략된 경로를 모두 분석하여 문서상에서 그러한 데이터 이름과 값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 조각들을 검색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의 결과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데이터 외에 부수적인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간단한 방법으로 생략된 경로의 공통 경로를 제외한 상이한
경로의 레벨 차에 따라 threshold를 둠으로써 신뢰도를 주었다.

29

(a) 데이터의 하위 허용 가능 레벨

(b)데이터간의 거리

[그림 3- 9] 데이터간의 거리

CXQuery가 경로를 생략함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경로가 가능하다.
<actor>
<name> Jean Reno </name>
</actor>
[그림 3- 9]의 (a)는 데이터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 값을 표현하는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XML 구조는 actor=”Jean Reno”와 의미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위의 구조 또한 결과를 찾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와 값
사이에 삽입될 엘리먼트를 고려한 질의 또한 생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3.2.1절의
Data Type으로 해결하였다.
[그림 3- 9]의 (b)에서 genre와 actor는 같은 movie에 속해 있지만 title는 다른 movie에
속해 있다. (b)를 가지고 질의를 처리할 경우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데이터의 거리에 따른 threshold를 둠으로써 genre, actor,
title이 같은 영역 안에서 결과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간단히 사용자가
최소 동일 패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CX-threshold라고 하겠다. 즉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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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싶은 결과인 return 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return절의 데이터 경로와 상이한
경로의 레벨을 CX-threshold로 지정하였다.

z

CX-Threshold가 0인 경우 : where절의 데이터의 경로는 return 절의 데이터의
경로를 포함한다.

z

CX-Threshold가 1인 경우 : where절의 데이터의 경로는 return 절의 데이터의
부모까지의 경로를 포함한다.

[그림 3- 10] CX-threshold에 따른 거리 계산

위의

threshold로

XQuery는

달라지게

신뢰도를
된다.

조정할
즉

경우

[그림

3-10]의

/movies/movie/title,

경우에

대해

생성된

/movies/movie/genre,

/movies/movie/actor의 경우 return절의 title의 경로를 기준으로 CX-threshold가 0일
경우 공통 경로로 /movies/movie/title이 모든 데이터 경로에 포함 되어야 하며, CXthreshold가 1인 경우에는 공통 경로로 한 레벨 위인 /movies/movie가 공동 패스로,
threshold가 2인 경우는 두 레벨 위인 /movies가 공동 패스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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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서 구조 1

(b) 문서 구조 2

[그림 3- 11] CX-threshold의 값에 따른 공통 경로

[그림 3- 11]에서 Threshold값에 따라 생성된 XQuery의 결과는 [표 3- 6]과 같다.

[표 3- 6] CX-threshold값에 따른 XQuery 생성
CX-Threshold : 1

CX-Threshold : 2
(a) for $c in /movies

(a) for $c in /movies/movie

Where $c/movie /genre=”action”

Where $c/genre=”action” and

and $c/movie /actor=”Jean Reno”

$c/actor=”Jean Reno”

Return $c/movie /title

Return $c/title

(b) for $c in /movies/movie

(b) 생성되지 않음

Where $c/genre=”action” and
$c/actor=”Jean Reno”
Return $c/contents/title

3.3 CXQuery의 다의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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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Query의 경우 데이터 이름과 데이터 값만을 명시해 줌에 따라 질의 처리시 그러한
데이터 이름과 값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의 조각들을 검사한다. 예를 들어, actor와 “Jean
Reno”의 쌍을 생각해보자.

<actors>
<theater>
<actor> Jean Reno </actor>
</theater>
<movie>
<actor> Jean Reno </actor>
</movie>
</actors>
사용자는 movie의 actor만을 검색하길 원할지라도 CXQuery는 theater의 actor 또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질의 처리기는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찾아 준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 이외에도 불필요한 결과들을 얻게 된다.

CXQuery : for $c in doc()
return name

사용자가 title의 name을 알고싶어 [그림 3- 5]에 위와 같은 CXQuery를 주었을 때
질의 처리기는 name에 해당하는 4개의 경로를 찾아내게 된다.

/movie/country/@name
/movie/title/@name
/movie/director/@name
/movie/acto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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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title의 name을 찾고 싶었다 할지라도 질의 처리기는 name이 포함된 모든
경로를 찾아낸다. CXQuery가 정확한 경로 대신 데이터 이름만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한 데이터가 두 가지 이상의 경로를 갖을 수 있는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
다의성은 말 그대로 '의미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의성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집에
간다.'라는 문장의 경우 '철수랑 영희가 각각 따로따로 집에 간다.'라는 의미와 '철수가
영희가 같이 집에 간다.'라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의성의 경우 대화하는 상대방조차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그 의미는 그 말을 한 당사자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CXQuery의
중의성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만들어진 XQuery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XQuery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CXQuery의 다의성을 줄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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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설계한 바와 같이 문서의 구조를 아는 경우와 문서의 구조를 알지
못하는 경으로 나누어 CXQuery를 XQuery로 변환하였다. 다양한 XML 문서 구조로부터
CXQuery를 변환하자 문서의 개수, 혹은 문서 내에서의 데이터 이름 빈발 정도에 따라
여러 개의 XQuery가 생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생성된 XQuery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XQuery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해결하고 쓸모 없는 결과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였다.

4.1 시스템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CXQuery의 XQuery 변환기의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다.

[표 4- 1] 시스템 구현 환경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데이터베이스

Oracle 10g, eXist1.0

개발 도구 및 언어

Java J2SDK1.4
JDBC Driver

본 CXQuery의 XQuery 변환기는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환경을
기반으로 사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Oracle10g와 네이티브 XML 데이터베이스인
eXist1.0을

사용하였다.

CXQuery를

XQuer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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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기

위한

부분은

JDK1.4를

사용하여 Java로 구현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위해 Oracle JDBC Driver가
사용되었다.

4.2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문서 구조 정보 저장기, CXQuery의 XQuery 변환, 문서 구조 정보
저장기, 질의 실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선택기로 나누어져 있다.
이 시스템이 사용된 주요 모듈과 함수는 [표 4-2]에 설명 되어 있다.

[표 4- 2] 시스템의 주요 모듈과 함수
모듈
DTD

함수
DTDParse()

Parse

설명
Directory 내에 저장된 DTD 파일(.dtd)을 모두
메모리에 로드

Insert()

각 DTD 파일 별로 구조 정보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를 저장

getCurrent()

데이터 이름으로 구조 정보 테이블에서 해당
row를 검색

getPath()

데이터

이름으로

구조

정보

테이블로부터

데이터 경로를 찾음
CXQuery

XQueryNot

to XQuery

DependDTD()

converter

XQueryWithDTD()

문서 구조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데이터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고려하여 XQuery 생성
문서 구조 정보가 알려진 경우에 문서 구조
테이블에서 해당 데이터의 경로를 찾아 X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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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Result

makeXQuery()

각 데이터의 경로를 넘겨받아 XQuery를 생성

outFile()

생성된 XQuery를 파일에 저장

CXPanel()

CXQuery를

Store
XQtable

받고

변환된

XQuery

결과를

가시화
DBHandle

DBInfo()

r

생성된

XQuery를

실행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연결

4.3 구현 결과
본

절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표현한

다양한

문서

구조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CXQuery의 XQuery 변환을 구축하였다. 이 절에서는 변환시 사용된 예제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4.3.1 예제 데이터 설명

[그림 1- 1]과 [그림 4- 1]은 movie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다양한 문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각 DTD는 루트의 데이터 이름부터 서로 다른 다양한 문서 구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정보는 {genre, year, title, actor, country,
director}로 같은 정보임을 알 수 있다.

37

<!ELEMENT year (country)+>

<!ELEMENT movie (year, country,

<!ELEMENT country (genre)>

genre, title, director, actor)+>

<!ELEMENT genre (movie)*>

<!ELEMENT year (#PCDATA)>

<!ELEMENT movie (title, director, actor)+>

<!ATTLIST year yyyy CDATA #IMPLIED>

<!ELEMENT title (#PCDATA)>

<!ELEMENT country (#PCDATA)>

<!ELEMENT director (#PCDATA)>

<!ATTLIST country name1 CDATA #IMPLIED>

<!ELEMENT actor (#PCDATA)>

<!ATTLIST country name2 CDATA #IMPLIED>

문서 5 : 포함 구조/ 엘리먼트 표현

<!ELEMENT genre (#PCDATA)>
<!ATTLIST genre type CDATA #IMPLIED>

<!ELEMENT movie (year, country,

<!ELEMENT title (#PCDATA)>

genre, title, director, actor)+>
<!ELEMENT year (#PCDATA)>

<!ATTLIST title name CDATA #IMPLIED>

<!ELEMENT country (name)*>

<!ELEMENT director (#PCDATA)>

<!ELEMENT name (#PCDATA)>

<!ATTLIST director name CDATA #IMPLIED>

<!ELEMENT genre (type)*>

<!ELEMENT actor (#PCDATA)>

<!ELEMENT type (#PCDATA)>
<!ATTLIST actor name1 CDATA #IMPLIED>
<!ELEMENT title (name)>
<!ELEMENT name (#PCDATA)>
<!ELEMENT director (name)>

<!ATTLIST actor name2 CDATA #IMPLIED>

문서 7 : 비포함 구조/ 애트리뷰트 삽입

<!ELEMENT name (#PCDATA)>
<!ELEMENT actor (name)>
<!ELEMENT name (#PCDATA)>

문서 6 : 포함 구조/엘리먼트 삽입
[그림 4- 1] movie 데이터의 다양한 문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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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는 이렇듯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슷한 정보를 가진 문서를 다루는
싸이트들이 많이 있음에도 같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 구조 정보를 고려한
질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같은 정보 조각을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의 이름과 값만을 입력함으로써 경로는 다르지만 동일한 데이터
이름을 가진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CXQuery라 하겠고 각 문서의 구조에 맞게 경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각각의 문서에 질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3.2

CXQuery의 XQuery 변환 결과

사용자는 User Interface를 통해 CXQuery INPUT의 for, where, return절을 차례로
입력한 후 threshold를 직접 입력하여 distance를 조절할 수 있다. 입력이 끝나면 With
DTD, No DTD, All XQuery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면 CXQuery가 XQuery로 변환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 2] CXQuery의 입력 형식

z

With DTD : 문서 구조를 아는 경우의 XQuery를 생성한다. DTD파일이 저장된
디렉토리는 PROPERTY -> Set DTD Directory에서 저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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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No DTD : 문서 구조를 모르는 경우의 XQuery를 생성한다.

z

All XQuery : 위의 두 가지 경우의 XQuery를 모두 생성한다.

위의 변환기에 CXQuery 입력한 후 문서 구조를 모르는 경우(No DTD 버튼)와 문서
구조를 아는 경우(With DTD)를 실행 시킨 결과가 [그림 4 -4]와 [그림 4-5]와 같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실행한 결과가 [그림 4-6]과 같다.

CXQuery : for $i in doc()
where genre="action" and actor="Jean Reno"
return title

[그림 4- 3] 문서 구조를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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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 문서 구조를 아는 경우, CX-threshold를 설정하지 않음

[그림 4- 5] 문서 구조 정보의 유무 모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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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Threshol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각 데이타는 최대한의 동일 패스를 찾아
XQuery를 생성한다. 이 때의 XQuery 생성에 CX-threshold를 적용한 결과는 [표 4- ]
와 같다.

[표 4- 3] CX-threshold 를 지정하지 않았을때 생성된 XQuery
문서 구조

for $i in /movie

7개에 대해

where $i/genre="action" and $i/actor="Jean Reno"

생성된

return $i/title

XQuery

for $i in /movie
where $i/detail_info/@genre="action" and $i/people/@actor="Jean Reno"
return $i/detail_info/@title
for $i in /movie
where

$i/general_info/genre="action" and
$i/detail_info/people/actors/actor="Jean Reno"

return $i/detail_info/title
for $i in /movie
where $i/genre="action"

and $i/actor="Jean Reno"

return $i/title
for $i in /year/country
where $i/genre="action" and $i/genre/movie/actor="Jean Reno"
return $i/genre/movie/title
for $i in /movie
where $i/genre="action" and $i/actor="Jean R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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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i/title
for $i in doc()
where $i/genre="action" and

$i/genre/year/movie/people/@actor="Jean Reno"

return $i/genre/year/movie/title
for $i in /movie
where $i/genre="action" and $i/actor="Jean Reno"
return $i/title

CX-Threshold 를 다양하게 조절 함으로써 생성된 XQuery는 [표 4- 4]와 같다.

[표 4- 4] CX-threshold 값의 변화에 따른 XQuery
CX-

생성된 XQuery

threshold
1

for $i in /movie
where $i/genre="action" and $i/actor="Jean Reno"
return $i/title
for $i in /movie
where $i/genre="action" and $i/actor="Jean Reno"
return $i/title
for $i in
where $i/movie/genre="action" and $i/movie/actor="Jean Reno"
return $i/movi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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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i in /movie
where $i/detail_info/@genre="action" and $i/people/@actor="Jean Reno"
return $i/detail_info/@title
for $i in /movie
where $i/general_info/genre="action" and
$i/detail_info/people/actors/actor="Jean Reno"
return $i/detail_info/title
for $i in
where $i/movie/genre="action" and $i/movie/actor="Jean Reno"
return $i/movie/title
for $i in /year/country/genre
where $i="action" and $i/movie/actor="Jean Reno"
return $i/movie/title
for $i in
where $i/movie/genre="action" and $i/movie/actor="Jean Reno"
return $i/movie/title

4.4

실험 및 분석

본 절에서는 앞에서 구현한 CXQuery의 XQuery converter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실험 질의 유형을 나누고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4.4.1 DTD 문서 구조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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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D Parsing 문서 구조 테이블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그림 4-11]과 같다. DTD
파일의 구조상 같은 데이터 이름이 중복하여 나오는 경우 그 경로 또한 여러 가지가
생성될 수 있다. (a)는 DTD 파일의 데이터 노드 수를 기준으로 한 실행 시간 이며 (b)는
만들어진 문서 구조 테이블의 가능한 총 경로 수를 기준으로 한 실행 시간이다. DTD
Parsing이 파일로부터 한 데이터씩 읽어 이미 만들어진 문서 구조로부터 parent의
경로에 자신을 추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서의 총 데이터 노드 수에 실행
시간이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6] 문서 구조 테이블 생성 시간

문서의 길이가 100줄일 때 실행 시간이 60ms 보다 작으므로 Parsing 시간은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번 Parsing된 문서 구조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DTD DTD Parsing 시간이 무시할 만큼 작다고 볼 수 있다.

4.4.2 실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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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Q1

질의에 사용된 데이터 이름이 1개

Q2

질의에 사용된 데이터 이름이 2개

Q3

질의에 사용된 데이터 이름이 3개

시스템 실행 결과 CXQuery를 XQuery로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할 정도로
적었으며 문서 구조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따져 XQuery가 변환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 결과를 모두 구할
수 있었다.

[그림 4- 7] 변환 시간과 생성된 XQuery
생성된 XQuery는 사용자가 DTD 문서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질의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를 선택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모든 문서 구조를 알지 않아도 그 데이터 이름과 관련된 모든 질의를 반환하여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DTD로부터 모든 가능한 질의를 빠짐없이
반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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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XML은 웹상에서 구현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의
마크업 언어로써 인터넷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문서를 표현하는 표준이다. 웹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마크업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XML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XML 메타미디어의 유용성으로 인해 많은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도움이 되고 있다.
XML을 사용하면 정보 사용자들과 제공자들이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검색이나
정보 교환과 같은 작업이 자동화되며, 정보를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프레임 워크룰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는 방대한 XML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질의, 검색, 조작하는 등의 “XML 데이터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ML 문서를 RDB로 변환하는 시간을 감소하고 XML의
RDB로의 정확한 매핑이 불가능함에 따라 XML 문서 자체를 저장하는 XML DB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XML DB의 확산에 따른 XML 문서에 효과적으로 질의, 검색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사용자가 문서

구조에 대한

지식 없이도 질의가 가능한

CXQuery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CXQuery의 XQuery 변환기를 통한
질의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 구조를 자동으로 파싱하여 그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이름과 값에 대한 XQuery 질의를 생성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CXQuery가 XQuery로 변환되는 시간이 매우 작으므로 사용자가
각 문서의 구조를 분석하여 질의를 하는 것보다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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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Query가 비슷한 정보를 다루는 분산 데이터 베이스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CXQuery의 XQuery 변환을 하나의 노드로 놓고 분산 환경하에서의 CXQuery
질의를 통해 분산된 데이터에 CXQuery를 다른 노드에게 보내 다른 노드로부터
만들어진 XQuery를 취하는 시스템을 향후 과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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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ementation of CXQuery To
XQuery Converte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Ewh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wha Womans University
Lee, Min young

XML provides simple yet flexible ways to represent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arbitrary documents. The simplicity and flexibility of XML have made it possible for
XML to be adopted as the basis of data interchange standards in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 areas.
Therefore, there have been many proposals for a Query language for XML. And
various database provide XML Query languages. Users have to know the structure of
documents for querying because most of existing Query languages require th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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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now the structure of XML documents, including all the element and attribute
names, data types of the data valu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elements.
Otherwise, using CXQuery, users can query by specifying only the names of data
and their values against many documents of various structures is likely to impose a
heavy burden on the query processor in a query processing time aspect. But Users
make special engine in order to supporting CXQuery.
So, I propose CXQuery to XQuery converter that provide users freedom and use
existing XM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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