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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ML은 비즈니스 메시징, 웹사이트 정보 통합, 그리고 카탈로그 통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
를 표 하기 한 포맷으로 격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XML 데이터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통 인 질의 방법이 항상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 객체 지향 DBMS가 이 역

에 합한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XML 데이터를 효율 으로 검색하기 해 기존의 

계형 DBMS와 연계하여 구조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문서, 경
로, 단어로 구성된 3차원 비트맵 인덱스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은 다른 XML 문서 검색 시스템보다 훨
씬 빠른 수행 속도를 보여주지만, 3차원의 메모리 구조를 사용하여 많은 장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를 장할 때 경로들 사이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XML 데이터의 경로를 통
합하는 기법에 해 소개한다. 이 게 통합된 경로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3차원 비트맵 인덱스는 그 크
기가 상당히 어들게 되고,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문제 들을 해결하게 되었다.

1. 서론

   인터넷의 발 에 가장 큰 향을 주었던 것은 바

로 웹이며, 이 웹상에 문서를 기술하는 방법은 

HMTL(Hyper Text Markup Language)이었다. 

HTML은 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보

편 이며,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 사용되지 않고 단

순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식성과 사용이 편리하다

는 장 이 있다. HTML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장 에

도 불구하고, 정해진 DTD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태

그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과 문서의 구조를 고

려하지 않고, 문서의 표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1]. 날로 발 하는 인터넷 시스템

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게 되

었다. 그래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2]

이라는 새로운 문서 표 이 나오게 되었다. XML은 

HTML과는 달리 데이터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표

하는 자기 서술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웹 

기반 애 리 이션 개발 시 데이터의 표   교환

의 표 으로서 각 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

라 XML과 련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되

고 있는데, 특히 XML로 표 된 문서를 효과 으로 

장, 근, 검색하기 한 장 리 시스템에 해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3].

   이 의 장 리 시스템은 문서의 내용 정보에

만 을 두어 문서를 장 리하 기 때문에, 주

로 내용 색인만을 사용하 으나, 최근의 XML과 같

은 구조의 문서는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무엇과 련되어 있는지에 한 구조 정보도 

하나의 문서에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정보를 내용 정보와 같이 손실 없이 장 처리

해  수 있는 장 리기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이러한 구조문서의 장과 검색에 한 많은 연구

[4,5,6,7]가 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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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Cube[8,9]는 XML 검색에서 빠른 검색 속도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3차원 비트맵 인덱스 기

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BitCube가 클러스터 내의 문

서의 증가에 따라 격하게 인덱스의 크기가 증가하

게 되고, 이로 인해 연산 수행속도가 하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XML 문서의 경로 통합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XML 문서를 DBMS에 장할 

때, 추출한 경로를 통합하여 장하고, 기존 비트맵 

인덱스에서 단어로 구성했던 한 축 신 value를 한 

축으로 장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XML 문서의 경

로 통합 기법에 해 소개하고, 4장에서는 개선된 

비트맵 인덱스의 성능평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계획에 해 기술한

다.

2. 련 연구

   2.1 3차원 비트맵 인덱스와 그 구성

   3차원 비트맵 인덱싱인 BitCube는 다른 인덱싱 

기법과는 달리 인덱스를 트리 구조로 구성하지 않는

다. 이것은 빠른 검색을 해 기존의 인덱싱 기법이 

트리의 노드를 단 로 탐색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XML 문서의 경로를 추출하고 이 경로를 단 로 탐

색을 수행한다. 한 BitCube는 XML 문서에서 효

과 으로 정보를 추출하기 해 Bit-wise 연산이 가

능한 3차원 비트맵 인덱스를 사용한다. 

   하나의 인덱스는 특정 클러스터를 의미하고 이 

클러스터는 유사한 구조의 문서들이 모여 있는 집합

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자신에게 포함

된 문서와 그 문서에 포함된 경로, 그리고 그 경로

에 포함된 단어를 사용하여 3차원 비트맵 인덱스를 

구성한다. BitCube는 유사한 구조의 문서들을 

한 클러스터에 수집하기 해 경로를 심으로 클러

스터링을 수행한다. 를 들어 시스템에 어떤 문서

가 삽입된다면 시스템은 삽입된 문서와 기존의 클러

스터들 사이의 구조 인 유사도를 측정하고 가장 유

사도가 높은 클러스터에 그 문서를 삽입하고 인덱스

를 새롭게 갱신한다. 여기서 유사도는 특정 문서가 

갖고 있는 경로들이 얼마나 고르게 클러스터에 분포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각각의 클러스터

는 유사한 경로를 많이 포함하는 문서들의 집합이므

로 클러스터 내의 문서들이 갖고 있는 보편 인 경

로들은 해당 클러스터를 표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 특징들의 집합을 클러스터의 심이라 한

다. 그러므로 삽입된 문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경로들과 클러스터의 심과의 구성을 비교하고 가

장 구성이 유사한 클러스터에 삽입된다. 

   BitCube는 기존의 XQEngine, XYZFind와 같은 

시스템들과의 성능 평가에서 빠른 검색 속도를 통해 

이미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 다[8,9].

   2.2 BitCube의 문제

   BitCube는 빠른 검색 성능으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 으나 문서의 증가에 따라 인덱스의 크기가 

격하게 늘어나는 단 을 지니고 있다. 이는 클러

스터 내의 문서의 개수 증가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

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산 수행 속도

를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BitCube의 인덱스 크기 증

가가 평면에 의존 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서나 경

로가 삽입될 때, 이것들이 이미 클러스터 내에 존재

한다면 인덱스를 확장하지 않지만, 그 지 않은 경

우에는 인덱스의 크기가 기존의 인덱스의 한 평면만

큼 확장된다. 다시 말해 추가된 문서에 존재하는 어

떤 한 경로가 기존에 구성된 비트맵 인덱스에 존재

하지 않는다면, BitCube는 기존 인덱스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의 개수와 단어의 개수를 곱한 만큼의 공

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BitCube의 인덱스 

크기 증가는 클러스터 내의 문서의 개수가 증가할수

록 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클러스터 단

로 인덱스를 메모리에 재하는 시스템인 BitCube

는 단일 클러스터의 인덱스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연산의 성능 하는 격하게 증가할 수 있으

며, 극단 인 경우 시스템이 연산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3. XML 문서의 경로 통합 기법

   본 장에서는 BitCube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XML 문서의 경로를 통합하는 기법에 하여 기술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유사한 경로를 통합하고, 

BitCube의 단어 축을 value 축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문제 을 개선한다. 이 방법으로 통합된 경로의 정

보를 사용하여 BitCube를 생성하면, 기존의 방법보

다 메모리 사용량 면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게 

된다. 

   3.1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

   제안하는 시스템을 효율 으로 구 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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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 구조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1

은 체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XML
Document

Document
Inform ation

Extractor

Path Merge
Module

Bitmap Index

Index Manage
Module

Database
Manage
Module

DBMS

Query 
Process
Module

그림 1. 시스템 구조

   이 시스템은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나 어지는

데, 첫 번째 과정은 문서 입력 과정이다. 새로운 

XML 문서가 입력되면 해당 문서의 정보를 추출하

여, 유사한 경로를 통합한다. 이 정보들은 인덱스 

리 모듈에서 BitCube를 구성하고, DBMS에 장이 

된다. 두 번째 과정은 질의 처리 모듈이다. 질의가 

입력되면 BitCube에서 검색을 하여 DBMS에 있는 

정보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때 DBMS에 장된 정

보를 이용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질의 처리 모듈이 담당한다.

   3.2 유사 경로 통합

   XML 문서 경로를 통합하여 작고 빠른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은 A(k)-Index[10], 1-Index[11], 그리

고 DataGuide[12]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래  기반 인덱스 기법으로 3차원 비트맵 인덱스에 

용시키기는 힘들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모든 조상 노드의 

경로가 같은 형제 노드를 병합한다. 이 게 병합된 

노드를 이용해 1과 0으로 표 되는 비트맵 인덱스를 

구 할 때에 병합된 두 개의 경로  하나의 경로만 

존재해도 1로 표 한다. 한 본 논문에서 XML 문

서의 속성(attribute)은 해당 노드의 자식 element로 

표 하고 장할 때, 노드 이름에 @를 표시한다. 그

림 2는 XML 문서의 제이다.

[example.xml]

<e0>
   <e1>v1</e1>
   <e2>
      <e3>v2 v3 v4 v5 v19 v20</e3>
      <e4 a1="v7">
         <e6>v8 v9 v10 v2 v6 v11</e6>
         <e7>v12 v13 v17 v18</e7>
      </e4>
   </e2>
   <e8>v14 v15 v16 v4 v7 v8</e8>
</e0>

그림 2. 제 XML 문서

    example.xml에서 e0.e1과 e0.e8은 서로 형제 노

드이다. 한 e4의 속성인 a1은 e0.e2.e4.@a1로 표

하여 장하면, e0.e2.e4.e6과 e0.e2.e4.e7과 함께 형제 

노드가 된다. 이들은 각각 e0.(e1|e8)로, 

e0.e2.e4.(e6|e7|@a1)로 장된다. 

   example.xml을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트맵 

인덱스를 구 하려면, d × p × w 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1개의 문서, 6개의 경로, 20개의 단어가 

추출되어, 총 120bit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된다. 그

러나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면, 3개의 경로, 7개의 

value를 사용하므로, 21bit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이

와 같은 단순한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용하는 메

모리의 크기가 크게 어드는 것을 보여 다.

4. 성능 평가

   본 연구의 성능 평가는 기존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3차원 비트맵 인덱스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의 크기 비교에 해 수행하 다. 성능 평가

에 사용된 시스템의 사양은 Windows 2000 Server

의 PC에 MS-SQL 2000, 그리고 로그램의 구 은 

JAVA 버  1.4.2.07과 JDOM 버  1.0[13]을 이용하

다.

   실험을 수행하기 해, 임의의 XML 문서 100개[14]

를 Document Information Extractor에서 처리하

다. 기존의 방법으로 추출된 경로의 개수는 7,842개, 

단어의 개수는 25,320개 다. 이때 사용되는 메모리

의 크기는 d × p × w / 8 (byte)의 식에 따라, 

2,481,993,000byte 이다. 제안하는 방법을 용하여 

문서를 추출하 을 때, 경로의 개수는 1,018개, 

value의 개수는 7,842개이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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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비트맵 인덱스를 구성한다면, 사용되는 메모

리는 99,789,450byte 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문서의 구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만, 평균 인 메모리 사용량을 4% 정도로 인 것

이다. 다시 말하면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약 96%의 메모리 효율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 속도에 

한 실험을 수행하 으나, 100개의 문서로는 두 방

법 모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질의의 내

용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 고, 평균 으로는 테이

블 검색이 어들게 된 새로운 기법이 20ms 정도 

더 빠른 성능을 보 다. 이러한 차이는 Path 테이블

의 행 개수의 차이, 단어와 value 테이블의 행 개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향후 연구 계획

   기존의 BitCube는 문서가 삽입될 때, 한 개의 경

로가 늘어난다면, d × w 만큼의 bit가 확장되어, 새

로운 경로가 많아지면, 사용되는 메모리도 평면 의

존 으로 격하게 늘어나는 문제 을 갖고 있었다. 

한 이 인덱싱 기법은 연산을 수행하기 해서 속

도가 매우 빠른 Bit-wise연산을 사용하지만, 실제 

결과를 추출하고 반환하기 해서는 3차원 비트맵 

인덱스의 한 평면 체에 하여 이 연산을 수행해

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덱스의 크기가 연산의 수행 

속도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경로 통합  value를 사용

하는 기법은 인덱스의 크기를 이는데 매우 효율

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메모리 사용량을 

이는 결과는 BitCube가 클러스터 단 로 인덱스를 

메모리에 재하는 시스템임을 고려할 때, 단일 클

러스터의 인덱스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메모

리의 재 한계에 의해 시스템이 연산을  수행

할 수 없는 문제에 해서도 부분 인 해결책을 제

시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의된 경로의 유사 경로를 함

께 사용자에게 보여  수 있는 BitCube에 해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 문서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에 한 

연구 수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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