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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데이터 표현(data representation)과 문서 교환(data exchange)의 표준

으로 지정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에 XML 문서를 저장하고 질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관계형 DB 에 저장하기 위한 XML 인덱싱

(indexing) 기법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를 관계형 DB 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질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의 트리(tree) 구조의 데이터를 관계형 DB 에 
Nested Interval 인덱싱 기법을 적용하여 XML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기존의 저장 
기법들의 경우 XML 문서를 효율적으로 질의하기 위한 인덱싱을 수행하기 때문에 입력 후 추가되는 
노드(node), 혹은 노드 집합의 입력 시에는 전체 혹은 일부분의 XML 문서를 재-인덱싱 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다. 그러나, Nested Interval 의 경우에는 재-인덱싱이 불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트리 구조 데이터의 인덱싱 기법들에 대한 비교와 함께 Nested Interval 을 이용한 XML 문서의 인덱

싱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1. 서론 

DB 에 XML 문서를 저장하고 질의하기 위한 연구들

은 크게 XML 전용 DB 를 이용하여 XML 문서를 효율

적으로 저장하고 질의하는 방법와 객체-관계형 DB 내
에 XML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순수 관계형 
DB 내에 XML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DB 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순수 관
계형 DB 에 XML 문서를 저장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

로 새로운 XML 문서의 삽입이나 기존 문서의 수정, 
삭제 시 [1][2][3]등의 연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인덱싱 혹은 재-인코딩(encoding)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질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이다. 

 

XML 문서는 트리 구조이므로, 관계형 DB 내에서 
트리 구조에 대한 인코딩의 효율성에 따라 성능이 좌

우된다. 본 논문에서는 [5][6][7]에서 소개된 트리 인코

딩 기법인 Nested Intervals with Continued Fractions 을 
이용하여 트리 구조인 XML 문서의 저장, 질의가 가능

함을 검증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관계형 DB 내에서 사
용되는 대표적인 트리 인코딩 기법과 기존의 XML 저
장 기법인 Xpath Accelerator 에 대해 소개하고, 3 장에

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Nested Interval Tree Encoding 
with Continued Fractions 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에서 구
현 과정과 실험 결과를,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연구 

본 논문은 XML 문서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XML 문서가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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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므로 우선 관계형 DB 내에 트리 구조의 데이

터를 입력하는 연구들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최근

DB 에 XML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법으로 소개된

XPath Accelerator[3]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 Adjacency List Model [5] : 트리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각 노드의 키값을 부여하고 현재 노드

의 부모 노드를 동시에 저장하는 기법으로 특정 노드

에서 부모 노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Materialized Path Model [5] : 현재 노드에서 부모

노드까지의 Path 저장하는 기법으로 XML 의 포함질

의 혹은 노드 자체에 대한 검색에 장점이 있다. 
 

- Nested Set Model [5] : Nested Set 모델은 각 노드를 
(lft, rgt)값의 형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DB 에 저장한다. 
Lft 와 rgt 의 경우 각 노드를 탐색하며 순차적으로 인
덱싱한다. 이러한 인덱싱 기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전체 노드의 개수는 루트 노드의 rgt/2 개이다. 
또한, rgt-lft=1 인 노드는 단말 노드이고, 자식 노드 
(c_lft, c_rgt)는 항상 부모 노드(p_lft, p_rgt)에 대해 
p_lft<c_lft, p_rgt>c_rgt 인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트리 
데이터를 질의함에 있어 lft, rgt 컬럼을 비교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XPath Accelerator [3]: XML 문서를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제안된 인덱스 모델로 각 노
드의 전위 탐색 값과 후위 탐색 값(pre order value, post 
order value)을 부여하는 인덱싱 기법이다. 그러므로, 
ancestor, following, preceding, descendant 의 좌표 평면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XML 데이터를 질의할 
수 있다. XPath Accelerator 의 경우 위의 모델들과 다르

게 XML 문서를 기준으로 연구된 기법으로 가장 효율

적으로 XPath 에 대한 질의를 수행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각 모델들과 기존의 [1][2]등의 경우, 
이미 저장된 XML 데이터에 대해서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저장되는 XML 데이터의 엘리먼트들을 고정된 
노드값으로 미리 인덱싱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의 
삽입과 기존 노드의 수정 삭제 시에 모든 노드에 대
한 재-인덱싱을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다. 

 
3. Nested Interval Tree Encoding with Continued 

Fractions 

본 절에서는 관계형 DB 에 XML 데이터를 저장하

기 위한 Nested Interval Model[6]에 대해 기술한다. 
Nested Intervals 는 앞 절에서 언급한 Nested Set[5]을 일
반화 시킨 구조이고, Materialized Path 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Nested Set 과 Materialized Path 의 장
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6]에서 제시된 Nested 
Interval 의 경우 노드의 깊이에 따라, 또는 자식 노드

의 수에 따라 노드에 대응하는 값이 2 의 지수승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용량 XML 문서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
시된 [7],[8],[9]의 기법들 중 XML 문서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 Nested Interval Tree Encoding with Continued 

Fractions [8]기법으로 인코딩하고, 그 특성을 이용하여 
노드 간의 관계를 수식을 통해 구함으로서 DB 의 접
근을 최소화한다. 

 

3.1 Basic Structure 

Nested Interval 은 Nested Set 을 일반화 시킨 구조이

므로 Nested Set 과 같이 하나의 노드를 (lft, rgt)의 구조

로 표현한다. 그러나, Nested Set 모델과 다르게 각각의 
값은 정수가 아닌 분수로 표현하므로 노드의 개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부모 노드

(plft,prgt)와 자식 노드(clft,crgt)의 관계는 plft<=clft and 
crgt<=prgt 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사용하여 
부모와 자식 노드, 조상과 자손 노드를 쉽게 산출할 
수 있다. 

 

3.2 Nested Intervals Tree Encoding with Continued 

Fractions 

[6]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Nested Interval 의 경우 노
드의 고유값은 노드의 좌표인 (lft, rgt)에서 lft+rgt 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인코딩 특성상 노드의 레
벨 혹은 노드의 sibling 값의 증가에 따라 고유값의 분
모도 2 의 지수승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8]의 인코딩 기법을 사용한

다. [8]의 인코팅 기법에서는 노드의 Materialized Path
의 인코딩 방법과, 각 노드의 값을 중심으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노드 간의 관계를 구한다. 

 

3.2.1 The Encoding 

Nested Interval 에서는 a 와 b 는 a≥b≥1 and GCD 
(a,b)=1 인 관계인 분수(a/b) 형태로 정의한다. 아래의 
예처럼 특정 노드가 4913/1594 의 고유값을 가지면, 
Euclidean Algorithm 에 의해 Materialized Path 인 
3.12.5.1.21 을 구할 수 있다. 

 

4913 = 1594 * 3 + 131 
1594 = 131 * 12 + 22, 

131 = 22 * 5 + 21 
22 = 21 * 1 + 1, 

21 = 1 * 21 + 0 
 

3.2.2 Continued Fraction 

반대로 Materialized Path 로부터 고유값을 구하는 과
정은 Simple Continued Fraction 을 사용한다. 아래의 예
처럼 Materialized Path 3.12.5.1.21 에서 4913/1594 를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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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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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Nested Intervals 

위와 같이 노드는 하나의 고유값을 갖지만, Nested 
Interval 의 특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 노드의 Interval
을 구한다. Interval 은 다음과 같은 변환으로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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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의 범위는 x∈[1, ∞]로 가정한다. 따라서, 
주어진 노드의 Interval 은 (5138/1667, 4913/1594)의 범
위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interval 간의 분모, 분자 간
의 차는 부모 노드의 고유값이다. 위의 예에서 5138-
4913=225, 1667-1594=73 이므로 부모 노드는 225/73 이

다. 자세한 증명은 [8]를 참조하기 바란다. 
 

3.3 XPath Queries 

XML 문서에 대한 질의는 주로 XPath[4]를 사용한다. 
따라서, Nested Interval 을 이용하여 XML 문서를 저장

하였을 경우 XPath 형태의 질의를 관계형 DB 에서 사
용되는 질의문(Structured Query Language, SQL)로 표현

이 가능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대표적인 XPath 에 
Nested Interval 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3]에서 제시하는 XPath Accelerator 의 경우 새로운 
노드의 입력과 기존 노드의 수정, 삭제 시에 모든 노
드를 다시 인코딩 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다. 또한, 질
의 시 노드 간의 관계는 2 차원의 평면과 같이 각 면
에 대해 조건절을 포함해야 한다. 이로 인해, XPath 
Accelerator 에서는 노드 간의 관계를 구할 경우, 무한

대의 범위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XPath Accelerator 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 조건절

의 검색 범위를 줄이는 것이 주안점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Nested Interval 의 경우는 각 노드 간
의 관계는 조건절의 검색 범위가 interval 을 통해 제
한이 되므로 XPath Accelerator 보다 나은 성능을 낸다. 

 

3.3.1 child node & parent node 

부모 노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Materialized Path
를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모 노드를 산출한다. 예
를 들어 노드의 특정값이 4913/1594 이면 앞 절에서 
설명한 Euclidean Algorithm 을 활용하여 3.12.5.1.21 의 
Materialized Path 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단계의 
sibling number 를 2*2 형태의 행렬로 변환한 후 이들 
간의 곱으로 부모 노드의 값을 구한다. 자세한 증명은 
[8]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자식 노드를 구하기 위
해서는 현재 노드의 값에 새로운 자식의 sibling 을 
2*2 행렬의 형태로 곱할 경우에 가능하다. 아래의 예
와 같이 3.12.5.1.21 의 각 sibling 을 행렬의 (1,1)에 위
치하여 곱을 구할 경우, 결과 행렬의 (1,1)과 (2,1)의 
값인 4913/1594 가 노드의 고유값이고, (1,2)와 (2,2)의 
값인 225/73 이 현재 노드의 부모 노드이다. 

 









=








⋅







⋅








⋅







⋅







731594

2254913
01
121

01
11

01
15

01
112

01
13  

 

또한, 현재 노드값에 다음 자식 노드의 sibling 을 
2*2 의 행렬 형태로 곱을 할 경우, 자식 노드의 고유 
값을 통해 원하는 자식 노드를 구할 수 있다. 

 

3.3.2 ancestor node & descendant node 

Ancestor 노드와 descendant 노드의 경우 Nested 
Interval 의 정의에 따라 쉽게 구할 수 있다. descendant 
노드의 경우 특정 노드의 interval 값 사이에 고유값을 
갖는 노드들이다. Ancestor 노드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예를 들어, 특정 노드 a 의 interval 값을 (ax, ay)라 하
고, descendant 노드의 interval 값을 (bx, by)라 하면, 모
든 (bx, by)노드는 ax<bx<by<ay 의 관계가 성립된다. 반
대로 (bx, by)의 ancestor 노드를 구할 경우에도 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질의할 수 있다. 두 노드 간의 관계

는 Nested Interval 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5],[6]를 
참고하기 바란다. 

 

3.3.3 following node & preceding node 

Following 노드와 preceding 노드를 구하는 과정은 
3.3.1, 3.3.2 의 과정을 이용한다. 즉, following 노드는 부
모 노드의 (ax, ay)와 following 노드 (bx, by)와의 관계

가 ax<ay<bx<by 인 노드이고, preceding 노드는 
bx<by<ax<ay 인 노드이다. 

 

3.3.4 following-sibling & preceding-sibling 

현재 노드의 값의 분모, 분자에 부모 노드의 값을 
더하면 following-sibling 노드이고, 빼면 preceding-
sibling 노드이다. 왜냐하면, 각 sibling 노드들 간의 차
가 현재 노드의 분자, 분모에 각각 부모 노드의 분자, 
분모 만큼의 차를 가지므로 쉽게 산출할 수 있다. 

 
4.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 

본 절에서는 상용 관계형 DB 에 Nested Interval 인
덱싱 기법 구현하는 과정과 XML 질의 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Xpath 질의를 SQL 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

한다. 
구현을 위한 환경은 펜티엄 4 2.0GHz, 1GB 램, 60G

하드 디스크의 하드웨어적인 환경과 Window XP 
Professional 운영체제와 관계형 DBMS 는 Oracle10g 를 
사용하였다. 구현에 사용한 XML 문서는 [12]의 셰익

스피어 희곡의 XML 문서이다. 
 

4.1 XML document parsing and Table Schema 

XML 문서를 저장하기 위하여 JAVA SAX Parser[8] 
를 이용하여 Materialized Path 로 파싱(parsing)하고, 파
싱된 문서는 XML_DOCS 와 XML_DATA 테이블에 저
장한다. 
 
CREATE TABLE XML_DOCS( docID INT NOT NULL, 

doc_name VARCHAR2(30) NOT NULL, 

 nodeID INT NOT NULL, node VARCHAR2(100) NOT NULL, 

 attr VARCHAR2(10) NOT NULL, numer INT NOT NULL, 

 denom INT NOT NULL, p_numer INT, 

p_denom INT, depth INT, 

 CONSTRAINT xml_docs_pk PRIMARY KEY(docID,nodeID)); 
 

CREATE TABLE XML_DATA( docID INT NOT NULL, 

 nodeID INT NOT NULL, value VARCHAR2(4000), 

CONSTRAINT xml_data_pk PRIMARY KEY (docID,nod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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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apping functions 

앞 절에서와 같이 Materialized Path 와 Nested Interval
간의 일대일 대응 관계이다. 따라서, 각 노드의 저장 
시 JAVA Procedure 함수와 PL/SQL 함수를 이용하여 
Materialized Path 를 Nested Interval 형태로 입력한다. 아
래는 입력용 함수 그룹, 질의용 함수 그룹 그리고 노
드 간의 관계를 구하는 함수 그룹이다. 

 

- Storing function group : x_numer, x_denom, 
y_numer, y_denom 

- Path function group : path, path_numer, path_denom, 
sibling_number 

- Relation function group: parent_numer, distance, 
child_numer, … 

 
 

4.3 Data inserting 

아래 질의문은 위의 함수를 이용한 XML 데이터의 
입력 SQL 이다.  
 

INSERT INTO XML_DOCS (docID, doc_name, nodeID, node, 

            attr, numer, denom, p_numer, p_denom)   

VALUES (8, 'hamlet.xml', 2, 'TITLE', 'false', 

        path_numer('2.2'), path_denom('2.2'), 

      path_pnumer('2.2'), path_pdenom('2.2')); 
 

INSERT INTO XML_DATA (docID, nodeID, value)  

VALUES (8, 2,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아래 표는 임의의 중간 노드들을 각각 다른 크기로 
삭제한 XML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추가적인 노드의 
삽입 시의 수행 시간이다. 표를 보면, 추가되는 노드

의 삽입 과정에서 재-인덱싱 과정이 불필요하므로 삽
입되는 노드의 개수에 따라 수행 시간은 일정하게 증
가한다. 
 

노드 개수 100 500 1000 2000 3000 4000

입력시간(ms) 96 510 997 1992 3013 4101
 

4.4 Converting queries expressing Xpath 

XML 데이터의 질의를 할 경우 주로 XPath 를 이용

하여 XML 에 대한 질의를 수행한다. Nested Interval 을 
XML 저장과 retrieval 에 적용하면, XPath 형태의 질의

를 SQL 로 변환이 가능하다. 아래는 SQL 로 변환된 
자손 노드를 구하는 질의문과 following-sibling 노드를 
구하는 질의문이다. 
 

<Query for descendant node> 

• //ACT/ descendant::LINE  

SELECT count(n2.node) FROM xml_docs n1, xml_docs n2 

WHERE n1.node='ACT' and n2.node='TITLE' 

AND n1.docID=n2.docID  

AND n1.numer/n1.denom > n2.numer/n2.denom  

AND (n1.numer+n1.p_numer)/(n1.denom+n1.p_denom) 

< (n2.numer+n2.p_numer)/(n2.denom+n2.p_denom) ; 

[Elapsed: 00:00:00.10 Sec] 
 

<Query for following node> 

• //ACT/following::LINE 

SELECT COUNT(n2.node)  

FROM xml_docs n1, xml_docs n2 

WHERE n1.node='ACT'  

AND n2.node = 'LINE' 

AND n1.docID = n2.docID 

AND n1.p_numer/n1.p_denom < n2.numer/n2.denom ; 

[Elapsed: 00:00:00.73 Sec] 
 

위의 질의문에서 조건절들은 Interval 에 의해 검색 
범위를 제한하고, 함수를 이용한 수학적 연산으로 노
드를 검색한다. 따라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
정한 수준의 성능을 보장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관계형 DB 에 트리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법인 Nested Interval 기법을 XML 데이터의 
저장 및 질의 모델에 적용하였다. Nested Interval 기법

은 관계형 DB 를 이용한 XML 데이터 저장 기법들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 새로운 노드의 삽입 시, 
기존 노드의 수정(이동) 및 삭제 시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재-인덱싱의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Continued 
Fraction 의 형태로 노드를 저장하면, 각 노드 간의 관
계를 수식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XPath 형
태의 질의 시에도 각 노드 간의 관계를 간단한 함수 
호출을 하여 DB 의 접근 없이 원하는 노드의 값을 구
하므로 소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기법의 보다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다양한 벤치마킹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현재 XPath 형태의 질의를 SQL 로 변환해

야 하는 부분을 자동화하기 위해 XPath 파서(Parser)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객체-관계

형 DB 에서 확장형 인덱스를 이용하여 본 기법을 적
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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