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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의 내용을 XML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방대한 비즈니

스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XML 문서에서 원하는 데이터

를 추출하고 변환하는 작업을 위해 W3C에서는 XPath를 핵심으로 하는 XQuery를 새로운 질의어 표

준으로 발표하였다. RDBMS에 XQuery 질의어로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Query 질의어로 RDBMS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XQuery 질의어를 SQL문장

으로 변환시켜 검색할 수 있는 변환기를 설계하였다. 이 변환기는 복잡한 Numbering 기법을 사용하

지 않고 child-parent  relationship만 사용하므로 효율적인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XML 문서

의 저장 및 질의 처리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 XML은 확장성과 문서 관계성이 좋기 때

문에 새로운 정보 공유 환경의 표준 매체로 자리 잡

아가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XML 문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는 작업을 위해 일

반적으로 질의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W3C에서는 

XML 문서에 대한 질의어로서 구조적 질의어인 

XPath를 핵심으로 하는 XQuery를 새로운 질의어의 

표준으로 발표하였다.[1,2] 

그러나 반구조적 문서로 표시하는 XML 문서와 

구조적으로 표시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구조적

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XML 문서를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질의 처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XML 문서를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XML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방대한 비즈니스 데이터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 기 연구

(R01-2003-000-10001-0)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XQuery로 질의를 하고

자 할 때 XML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XQuery를 SQL로 변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문

서에 질의를 하기 위해 XQuery를 사용하게 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질의어인 SQL로 바꾸어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한 후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 변환기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XQuery를 SQL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이하 ‘변환기’로 하며, 변환기는 자바 언어로 구현이 

되어있다. XQuery 구문과 어휘를 분석하는 Lexer

와 Parser는 eXist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XPath, 

XQuery 및 Order Encodeing 방법들에 대해 알아

보고, 3장에서는 변환기 설계, 4장에서는 XQuery 

질의어를 SQL로 변환,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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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XPath

XPath는 W3C에서 버전1.0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1] 문서에서 노드의 하위 집합을 선택하기 위해 

단순한 구문을 제공하는 XML에 대해 정의된 질의

어이다. XPath는 URL경로 표기법을 사용하여 XML 

문서의 계층적인 구조를 논리적으로 탐색하는데 이 

구조는 요소노드(element node), 속성 노드

(attribute node), 값 노드(text node)를 사용하여 

트리구조로 형성된다. XPath는 노드의 경로를 나타

내기 위해 위치 경로(location path)를 사용하는데, 

경로 위치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루트 엘리먼트로부

터 시작되는 절대경로 방식과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

진 엘리먼트 또는 컨텍스트 엘리먼트에 의해서 결정

되는 상대경로 방식[3]이 있다. 

위치 경로는 축약된 문법과 축약되지 않은 문법을 

이용해 정의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축약된 문법

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축약된 문법은 일반적으

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매우 편리한 형식이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검색 조건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

는 반드시 축약되지 않은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표 

2-1은 XPath의 축약된 표기식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 XPath의 축약된 표기식

축약되지 않은 문법 축약된 문법

child:: /

attribute:: ＠

/descendant-or-self::node() //

parent::node() ..

2.2 XQuery

XQuery는 XML 질의를 위한 새로운 W3C 표준으

로서 W3C XML Query Working Group를 통해 정

의되었다.[2] W3C XML Query Working Group이 

가장 최근 발표한 XQuery 표준은 아직 완성된 표

준이 아니기 때문에 XQuery 표준은 현재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XQuery는 XPath에 근거한 경로 표

현과 For, Let, When, Return(FLWR)로 표현된다.

2.3 Order Encoding 방법들

XML 문서를 저장하고 질의하기 위해 XML 문서

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이러한 기반위

에서 XML 질의를 SQL 질의로 바꾸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3] 많은 논문에서 관계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XML 문서를 저장하고 검색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넘버링 기법에 의한 XML 

문서 저장 기법을 사용하였다. Order Encoding 방

법을 채택한 넘버링 기법으로서는 각각의 노드에 번

호를 할당하는 Global Order Encoding, 로컬 순서

를 가지고 각각의 노드는 형제들 사이에 상대적 위

치를 가지는 Local Order Encoding, 이전의 두 가

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Dewey Order 

Encoding[4] 방법이 있다. 그림2-1은 이러한 

Order Encoding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Order Encoding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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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환기의 설계 

  3.1 변환기 구성도

본 절에서는 XQuery 질의어를 SQL로 변환하는 

변환기 시스템을 그림3-2와 같이 설계하였다.

XML 문서는 Analyzer에 의해 미리 분석되어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삽입이 되어 있다. 

XQuery 변환기는 XQuery를 입력 받으면 가장 먼

저 Lexer로 XQuery 구문이 보내어 진다. Lexer에

서 토큰을 생성하여 Parser로 토큰을 보내면 

Parser에서 그 토큰을 이용하여 AST(Abstract 

Syntax Tree)를 만들어낸다. AST는 자식과 형제 

노드를 가지는 트리로 괄호 형태로 표시된다. 

Parser에 의해 생성된 AST를 SQL Converter에서 

순회하면서 XQuery를 SQL로 변환 하게 된다. 변환

된 SQL을 가지고 RDBMS에 질의를 하고 결과는 

CLOB Type의 XML 형태로 보여준다. 

그림 3-1. XQuery to SQL 변환기 구성도 

L e x e r P a r s e r

S Q L
C o n v e r t e r

정리된 X M L
F o r m  변환

A S T

X Q u e r y  변환기

X Q u e r y X M L  F o r m

SQL CLOB Type의 
XM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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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XQuery 구문 분석 및 파스 트리(AST)

XPath식(doc(“books.xml”)//book[title=“Data on 

the Web”]//author[first=“Serge”])을 통해서 AST

의 형태를 살펴보면 표3-1과 같다. Parser를 통해 

구문 분석 후 결과를 출력한 것이다. “|110|”과 같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토큰 번호를 나타낸다. 

각 번호에 따른 토큰 타입이 미리 정의 되어 있다. 

표 3-1. XPath식에 대한 AST

doc(“books.xml”)//book[title=“Data on the 

Web”]//author[first=“Serge”]

( //|110| ( //|110| ( doc|12| books.xml|43| 

) book|4| ( Pred|5| ( =|42| title|4| Data on 

the Web|43| ) ) ) author|4| ( Pred|5| ( 

=|42| first|4| Serge|43| ) ) )

표3-1의 AST를 괄호로 표현된 것을 보기 쉽게 

트리 형태로 그려 보면 그림3-2과 같다. 그림3-2에

서 보듯이 AST는 자식, 형제 노드를 가지는 트리로 

AST를 깊이 우선 탐색으로 처리한다. 가장 왼쪽의 

단말노드를 처리한 후 형제 노드를 검색하고 처리하

는 것을 반복해서 한다. 각각의 “Pred” 마다 서브 

쿼리를 생성하고 두개의 쿼리가 생성되면 두 조건을 

조인 한다. 그리고 그 다음 “Pred” 가 나올 때마다 

이전에 생성된 SQL과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조인

을 해 나가면 된다. 이런 규칙을 통해 XPath를 

SQL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

그림 3-2. SQL 변환 규칙

//(A)

//

pred

=

book

title Data on…

author pred

doc

Books.xml

=

first Serge

서브 쿼리1

서브 쿼리2

Join 연산

4. X Q u e r y  질의어를 S Q L 로 변환

이 장에서는 그림3-2의 AST를 표4-1의 SQL 변

환 알고리즘을 통해 SQL로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하

고 있다. 다음 표4-1은 XQuery를 SQL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pudeo code로 간단히 나타내고 있다.

pathExpr 함수가 파싱된 AST를 받아서 160가지

의 토큰타입에 따라 노드를 처리하고 나면 SQL 큐

에 SELECT문이 저장되어 있다. makeSQL함수는 

실제 SQL문을 출력하는 문인데 sequence를 두어 

각각의 서브쿼리를 처리하고 조인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표 4-1. SQL 변환 알고리즘 

pathExpr(AST ast)
{

switch(ast.getType)  //노드의 type을 체크
case PREDICATE

predicate(ast.getfirstchild()) 
//predicate함수를 호출하여 pred처리

SQL문 생성, 큐에 저장
case FUNCTION

functionCall(ast) // functionCall 함수를 호출
찾아올 문서의 SQL문 생성, 큐에 저장

case LITERAL_or
or처리
SQL 생성, 큐에 저장

case LITERAL_and // or과 같음
case SLASH

pathExpr(ast.getFirstChild())
//‘/’의 자식을 pathExpr로 넘겨서 다시 반복
if(ast.getNextSibling() != null)

pathExpr(ast.getNextSibling());
case DSLASH // SLASH와 같음
case QNAME
case XML_PI;
 ⋮
 ⋮  // 160개의 XQueryParserTokenTypes이 

case문으로 되어 있다.
}

makeSQL( )
{
sequence=1
size=SQLQueue.size( )
if size==1
  // 하나의 elect문 생성, sub_query가 없는 상태
else 

while(!SQLQueue.isEmpty( ))
{

if(sequence==1)
 // pred1(가장 내부에 있는)을 위한 SELECT문 생성

else if(sequence==size)
    // 조인을 위한 SELECT문 생성
else

 // pred2를 위한 SELECT문 생성 
      sequence++
    }

}

표4-2은 표3-1의 예제 식에 대한 SQL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서브 쿼리 1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

로 “//book/title”을 찾아서 그 경로의 조상인 

“//book” 노드(AST를 보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결과 

노드)를 찾아서 반환하는 SQL문을 작성한다. 서브 

쿼리1에서 조건의 조상 노드인 “//book” 노드를 반

환하는 이유는 그 다음 조건과의 조인을 위해서이

다.

서브 쿼리2도 1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 “//book/author/first”를 찾아서 그 경로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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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book/author” 노드를 찾아서 반환한다. 이 

두개의 서브 쿼리가 생성되면 이 두 조건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조인연산을 수행 한다. 

표 4-2. 생성된 SQL

SELECT Pro_sql('how', e.docid, e.eid)

FROM how_location l, how_element e

// 서  쿼리 1과 2를 조인하기 한 쿼리

WHERE l.path LIKE '%~/book~/author' 

        AND l.pathid = e.pathid and l.docid = e.docid

        AND e.docid IN ( SELECT id 

                          FROM   how_xml_documents 

                          WHERE docname = 'books.xml')

        AND e.eid IN (

// 서  쿼리 2

             SELECT Pro_par('how','%~/book~/author',e1.docid, e1.eid)

              FROM how_location l1, how_element e1

              WHERE l1.path LIKE '%~/book~/author~/first' 

                      AND l1.pathid = e1.pathid and l1.docid = e1.docid

                      AND e1.value LIKE 'Serge'

                      AND e1.docid IN (SELECT id 

                                      FROM   how_xml_documents 

                                     WHERE docname = 'books.xml')

                     )

        AND  Pro_par('how','%~/book', e.docid, e.eid) 

        IN (

// 서  쿼리 1

             SELECT Pro_par('how','%~/book', e2.docid, e2.eid)

             FROM   how_location l2, how_element e2

             WHERE l2.path LIKE '%~/book~/title' 

                      AND l2.pathid = e2.pathid and l2.docid = e2.docid

                      AND e2.value LIKE 'Data on the Web'

                      AND e2.docid IN ( SELECT id 

                                        FROM how_xml_documents 

WHERE docname = 'books.xml')

           )

그림4-1은 프로그램 실행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XPath 쿼리 입력 부분에 XPath 식을 입력 한 후 

컬랙션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른다. SQL 생성 부분

에 XPath 식에 대한 SQL문이 생성되어 나타난다. 

텍스트를 클릭하면 SQL 문이 실행되어 아래쪽 결과 

생성 부분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림 4-1. 실행화면 

XPath쿼리
입력 부분

결과 생성 
부분

SQL 생성 
부분

5. 결 론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는 XML은 평면 구조를 가

지는 관계데이터베이스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데이터베이스에 XML 문서를 저장 및 질의 처

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넘버링과 같은 XQuery를 SQL 질의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삽

입, 삭제 시 재 넘버링 해야 한다는 단점과 오버헤

드가 증가하고 별도의 경로를 저장해야하는 공간이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삽입, 삭제 시 노드를 재구

성 하지 않고 부모노드와 자식노드를 찾을 수 있는 

구조로 XQuery를 SQL로 변환하여 질의할 수 있도

록 설계 하였다. 테이블의 데이터 저장방법은 

XFTS[5] 기법을 적용하였다. XFTS 기법의 장점인 

삽입과 삭제의 용이함을 잘 이용하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테이블 구조를 변환

하지 않고 SQL 문을 완성 하였다. 그러나 결과 

SQL 문이 복잡해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SQL 구문과 프로시저의 사용으로 인해 성

능은 Numbering 기법에 비해 다소 떨어질지 모르

지만 내용의 변화가 많은 XML 문서에서는 이 기법

이 Numbering 기법에 비해서는 더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향후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모아 문

서의 삽입, 삭제와 질의 처리시의 성능도 고려한 최

적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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