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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데이터 표  형식으로 XML 데이터가 많이 도입되면서 두 개의 XML 트리를 비교하여 차이를 
구하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나 XML 네이티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존
의 XML 트리 비교 방법은 일반 으로 가격 모델 기반 노드 매핑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 가격 
기반 노드 매핑을 통해 트리의 차이를 구하는 방식은 원래 데이터의 의미와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트리의 변경 과정에서 유지되는 불변 

조건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트리 비교를 수행하기 한 모델을 제시한다.

1. Introduction

   XML의 사용이 증가 하면서 XML 데이터 비교

는 버  리나 데이터에 한 시간 인 질의를 처

리하기 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XML 데이터 비교는 응용 분야나 목 에 따라 상

당한 차이를 보인다. Cobena 등은 다양한 비교 방법

과 모델을 조사하고 사용자들의 필요에 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다[3].

 트리 비교 성능의 가장 요한 부분은 트리 크기의 

곱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노드 매핑 단

계이다. 매핑 알고리즘으로 표 인 것은 노드 해

시 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 ID를 이용하여 

우선 매핑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핑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 벨이나 부모 자식 계는 변하지 않

는다는 가정 하에 매핑 알고리즘을 고안한 경우 등

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트리 비교 방법을 특수한 형태

의 편집 모델에 가정하여 효율 인 알고리즘을 고안

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정이 효율 인 알고리즘의 

고안을 한 핵심 인 요소로 사용되므로 응용 분야

와 용 형태에 따라 그에 맞는 트리 비교 알고리즘

을 선택하여야 한다. 한 기존의 트리 비교 방법에

서는 간단한 가격 모델을 최소 가격 찾기 알고리즘

의 기본 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분의 

가격 기반 최 화 알고리즘에서 나타나듯이 사용자

의 의도나 데이터의 의미를 반 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리 비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을 노드들의 계 는 상태에 하여 표 한 불변

조건 집합을 정의하고 이를 노드 매핑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불변조건은 노드 집합에 해 정

의되는 함수로 원본 트리의 노드와 목  트리의 노

드가 매핑되기 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기

존의 노드 매핑 방법에 불변조건을 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2. 트리 비교 모델

2.1. XML 트리의 표 과 차이 계산

   트리 T는 노드 v의 집합으로 표시되고, lavel(v), 

parent(v), value(v)는 각각 해당 노드의 이름, 부모

노드, 값을 나타낸다. 특히 속성 에서 ID 속성은 

트리 체에서 유일한 값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표

시하기 해 터미  노드 v가 ID 속성을 가지는 경

우 그 값을 ID(v)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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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를 다른 트리로 변환하는 연산을 편집 연산이

라고 부른다. 편집 연산을 어떻게 모델링하는가는 

트리 비교의 목 과 각 근 방법마다 약간씩 다르

다. 여기서는 DOM 트리에 한 편집 연산을 다음

과 같은 세 가지로 표시한다.

 ․ Insert(v, Tnew)

 ․  Delete(v)

 ․  Update(v, valuenew)

 편집 기록은 한 트리를 다른 트리로 변환하는 편집 

연산의 연속이다. 주어진 두 트리 T1, T2에 해 편

집 기록 E(T1 → T2)로 표 된다. 

 원본 트리를 목  트리로 변환하는 편집 기록은 여

러 가지가 가능한데, 가능한 편집 기록 에서 합

한 것을 고르기 해 보통 트리 비교 알고리즘에서

는 가격 모델을 이용한다. 편집 기록의 가격은 구성

하는 편집 연산의 가격의 합으로 표시된다. 

 개별 편집 연산의 가격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 Cost(Insert(v, Tnew)) = |Tnew|

 ․  Cost(Delete(v)) = |Tv|,노드 v를 루트로  하는 부분트리

 ․  Cost(Update(v, valuenew)) = 1

 이 모델에서는 터미  노드의 데이터 수정 비용을 

1로 보고 삽입  삭제 행 는 상이 되는 노드의 

개수를 비용으로 한다. 주어진 두 트리에 해 최소 

비용 편집 기록은 편집 기록  비용이 최소인 것으

로 이 최소 비용을 두 트리 간의 편집 거리라고 정

의하고 Dist(T1, T2)로 표시한다.

   Dist(T1, T2) = Emin(T1 → T2)

   Emin = min {E | E ∈ E(T1 → T2)}

 두 트리 T1, T2의 노드 매핑 M은 T1과 T2의 노드

간의 1:1 매핑을 나타내는 노드 의 집합이다.

   M = {(v, w) | v ∈ T1, w ∈ T2} 

단 (v1, w1) ∈ M이고 (v2, w2) ∈ M이면서 v1 = v2

이면 w1 = w2여야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매핑 M이 순서가 있는 매

핑이라고 한다.

노드 v와 w의 자식 노드들 v1, v2, …, vn과 w의 자

식 노드들 w1, w2, …, wm에 해서 (vi, wj) ∈ M이

면 k < i, j > l을 만족하면서 (vk, wl) ∈ M에 속

하지 않는다.

 즉 매핑 M에 속하는 들이 순서를 어 나지 않

는 것을 보장한다. 이 경우 자식 노드의 순서를 바

꾸는 이동은 삭제 후 삽입으로 취 된다. 편집 연산

이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순서를 가지는 매핑은 다

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최소 비용 편집 기록은 임의의 두 트리에 해 정

의되는데, 노드 매핑에 의해 응하는 노드가 없는 

T1(T2)의 노드는 삭제(삽입)된 것으로 보고 값이 다

른 응되는 터미  노드는 값이 변경된 것으로 본

다. 주어진 매핑 M에 해 응하는 편집 기록은 

보통 편집 기록의 길이에 선형 비례하는 시간 안에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 비용 편집 기록을 구

하기 해 먼  최소 비용 매핑을 구한다.

 주어진 매핑 M에 해 두 노드  (v, w) ∈ M의 

편집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stM(Tv, Tw) = 

   ∑∀(vi,wj)∈M, vi∈child(v), wj ∈ child(w)Cost(Tvi, Twi)

    + ∑vk∈MI Cost(Insert(v,Tvk))

    + ∑vl∈MD Cost(Delete(Tvl)),

  여기서 MI = {w' ∈ child(w) | ∄v' s.t.(v',w') 

∈ M, v' ∈ child(v)}이고  MD = {v' ∈ child(v) | 

∄w' s.t.(v',w') ∈ M, w' ∈ child(w)}이다.

(그림 1) 트리비교를 한 XML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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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 (그림 1)에서 M1  = ((X3, X7), (X4, X8), 

(X5, X9))의 매핑은 X4의 자식 f를 삽입하는 비용 2

와 6에서 8로 수정 비용 1, X6의 삭제 비용 3을 합

하여 편집 비용이 6이 되고 M2 = ((X3, X7), (X5, 

X8), (X6, X9))은 X4의 삭제 비용 2와 X5  의 후손 

터미  노드 값 수정 비용 2, 그리고 6에서 8로의 

수정 비용 1을 합하여 5가 된다. 그러므로 M2가 더 

작은 비용을 가진다.

 노드 수를 기반으로 하는 비용 모델과 최소 비용 

매핑은 자동으로 두 트리의 차이를 계산하기 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

제 수행한 편집 기록, 는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편집 기록과 최소 비용 편집 기록이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는다. 를 들어 의 에서 사용자는 X4의 

자식 f를 삭제한 것인데, X4를 삭제한 것이 더 은 

편집 비용으로 계산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소 비용 매핑 방법이 가지는 이러

한 제약을 해결하기 하여 사용자가 매핑을 한 

불변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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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매핑 과정에 반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의 에서는 노드 X의 

자식노드 e의 값이 불변이라는 조건을 도입하면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매핑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매핑을 최소 비용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2.2 기존 노드 매핑 알고리즘에서 불변조건의 활용

   최근의 XML 트리 비교 연구의 결과는, 최소 가

격 매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매핑 기 을 세

우는가, 트리 변경 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등에 의해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에 제안된 트

리 비교 방법을 불변 조건의 에서 살펴보고 비

교한다.

 아래 표 1은 표 인 트리 비교 알고리즘의 특징

과 불변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주요 트리 비교 방법에서 사용된 불변 조건

부모

노드
ID Order

기타

불변조건
특 징

Wang [12] O O X

Cobena [4] X O O 이동연산

Zhang [] X O X Level

 기존의 알고리즘은 부분 ID를 불변조건으로 이용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ID라는 속성이 데

이터 모델링에서 가지는 유용성을 반 하는 것으로 

ID는 특정 데이터에 해 고유한 값을 가지므로 그 

ID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D 이외의 불변 조건을 노드 매핑 

알고리즘에서 용하기 하여 일반화된 불변조건 

용 방법을 제시한다.

3. 불변 조건을 이용한 노드 매핑 알고리즘

3.1 트리 비교를 한 불변 조건 집합

   2 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리 비교를 한 노드 매

핑에서 ID나 경로 등을 불변조건으로 알고리즘을 고

안하 다. 그러나 어 리 이션에 따라 다른 조건과 

매핑 기 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매핑을 한 조건을 표 하는 방법으로 불변조건의 

집합을 정의한다.

  Cp = {(π, fπ) | π는  트리 T의  노드에  한 경로

이고 fπ는 경로 π로 나타내지는  모든  노드에  용되

는  함수이다.}

 π는 트리 T의 노드의 부분집합을 나타낸다. 이 부
분 집합에 속하는 모든 노드에 해 함수 fp가 용

될 수 있다. fπ가 특정 값을 나타내게 된다면 이 조
건은 경로 π로 표시되는 노드 집합에 한 분할을 

표시하게 된다. fπ는 상  경로와 조건으로 표시되는 

XPath의 형식을 이용한다. fπ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 
null로 표시한다.

  [정의] 두 트리 T1과 T2의 경로 유지 매핑 M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불변조건 집합 Cp를 만족한

다고 한다.

  (π, fπ) ∈ Cp이고 (v, w) ∈ M 이고 path(v) = 

π라면, fπ(w)이다.

 불변 조건 매핑의 의미는 원본 트리의 노드 v에 

해서 응하는 목  트리의 노드의 편집 비용을 계

산할 때 fπ가 같지 않는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트리 매핑 계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불변 조건에 의해 

데이터의 의미를 반 하여 매핑 될 수 있는 노드들

을 선택하게 됨을 의미한다.

3.2 트리 비교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

   트리 비교 알고리즘은 싱, 해싱, 매칭, 편집기

록의 4단계로 나 어진다. 매칭단계에서 트리 노드

들의 최소 비용 매핑을 구하는 것으로 두 트리의 노

드 수 곱에 비례하여 트리 비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매칭 단계에

서 불변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해 살펴본다.

 매칭 단계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모든 가능한 노드 의 비용 계산 단계 : 상향 계산

  (2) 최소 비용의 트리 노드 매칭을 찾음 : 하향 계산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노드 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노드 을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계산해야 할 노드 

의 수를 이기 해 의 해싱 단계에서 불변부

를 제외시키고, ID 정보를 이용한 노드 매핑을 미리 

계산한 후 이를 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변 조건을 반 하기 하여 매칭

의 (1) 단계의 상향 계산 에 목  트리의 노드들

을 미리 불변조건에 따라 분류하는 칼라링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서는 불변 조건에 따라 매칭이 가능

한 노드들을 동일한 칼라를 가지도록 분류하는 작업

을 수행하게 된다.

3.3 불변 조건을 이용한 노드 매핑 알고리즘

   노드 v의 칼라는 그 노드에 한 속성 값의 집합

으로 정의된다. 속성 값은 불변조건의 용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러 불변 조건에 용되는 노드는 여

러 개의 속성 값을 가지게 된다. 일단 모든 노드는 

이블을 칼라로 가진다. 다음으로 그 이블에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46

용될 수 있는 불변 조건의 값을 칼라로 추가한다.

 [정의] 주어진 불변 조건의 집합 Cp와 노드 v에 

해서 v의 칼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lor(v) = label(v) ∪ {f(v) | (p, f) ∈ Cp,

             last(p) = label(v)}

 Color 집합을 이용하여 노드 집합 V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 V를 나타내는 동치 계를 v ～  w iff 

Color(v) = Color(r)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즉 두 

노드는 Color 속성의 집합이 같은 경우 동치이다. 

를 들어 이블 A의 모든 노드들은 Cp에 해서 

분할되고, 불변 조건이 용되지 않는 노드들은 하

나의 동치집합을 형성하게 된다.

 최소 가격 매핑을 구하기 하여 원본 트리의 노드

와 매핑될 후보는 목  트리에서 동일한 Color를 가

지는 동치 집합의 노드들이다. 다음은 이러한 불변 

조건의 집합 Cp에 해 노드 칼라링 알고리즘을 살

펴본다.

 [알고리즘] 불변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가격 매핑.

 입력 : T1, T2, V(Cp)

 출력 : 매핑 Mmin

  1. T1, T2의  터미  노드  집합  N1, N2에 해서

    A. x ∊ N1인  모든  노드 x에  해
      ｉ. ∀y ∊ N2 s.t. Color(x) = Color(y)
         1) Compute Dist(x, y)

         2) Save matching(x, y) with

            Dist(x, y) in DT

    B. Set N1 as parent nodes of current nodes in N1

 2. Set Mmin(T1, T2)= {}

    A. color(root(T1))과 color(root(T2))가 다르면 종료

    B. (root(T1), root(T2))를  Mmin(T1, T2)에 추가.

    C. Mmin에 속하는 모든 내부 노드 매핑(x, y)에 해

      ｉ. DT에  속하는 x와  y의  자식 노드들의

          매핑  에서  최소  비용 매핑을

          Mmin(T1, T2)에  추가한다.

 [정리] 의 알고리즘에 의해 구해지는 매핑 

Mmin(T1, T2)은 불변 조건 Cp를 만족하는 매핑 

에서 최소 가격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불변조건에 의한 노드 매핑을 

해 노드 칼라링의 개념을 도입하 다. 매핑의 과정

은 우선 비교 상의 두 트리를 각각 하향식으로 방

문하면서 불변 성질을 이용한 노드 칼라링을 수행한

다. 다음은 매핑 과정으로 두 트리의 노드에 해 

상향식으로 동일한 칼라의 노드들에 한 최소 가격 

매핑을 찾는다. 매핑의 계산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최소 가격 편집 기록을 계산한다. 이 방법

은 기존의 노드 매핑 방법에서 사용되었던 해시 값

을 이용한 불변부 검출 방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

며, 트리나 노드에 한 조건을 정형화하는 모델로

서 실제 시스템에서 비교 성능을 높이기 해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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