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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웹 상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교환하기 위한 표준 언어로써 
XML 로 표현된 문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RDBMS)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1][2][3]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입력 받아 해
당 DTD 에서 관계형 스키마를 추론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DTD 간소화 절
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DTD 내에서 추론될 수 있는 의미적인 부분들이 스키마 생성 시에 보존이 되
지 못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XML 데이터의 내용(content)와 구조(structure) 정보만을 저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XML 문서 저장 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장프로시져

나 트리거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3]의 연구에서 제시한 Inlining 기법을 기반으로 기존의 Inlining 기법의 문제점인 

DTD 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적인 부분의 손실을 관계형 스키마로 보존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릴
레이션 생성을 위해 개선된 Inlining 기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인터넷 상에서 XML 로 표현된 데이터들이 많아짐

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법들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XML 을 저장하는 기법[1][3], 파일 시스템이나 객체지향 
DBMS 로 저장하는 기법[4]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연구 [1], [3]에서 제시된 

Inlining 기법이 존재한다.  

Inlining 기법에서는 Input 으로 DTD 를 받아서 관계

형 스키마를 추론해 내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때, 
DTD 로부터 관계형 스키마에 보존되어야 하는 정보

로는 문서의 내용(XML 문서의 실제 데이터), 문서의 
구조(XML 문서의 엘리먼트들의 부모-자식 관계 정보), 
문서의 의미(XML 문서의 제약조건 정보)가 있다[5]. 
그러나, 기존의 Inlining 방법에서는 XML 데이터의 내

용이나 구조를 저장하는 기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기 때문에 DTD 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의미적인

(semantic) 부분들을 관계형 스키마에 보존하지 못한다. 
또한, DTD 의 복잡성(complexity)를 다루기 위해 기존 
Inlining 기법들은 DTD 간소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DTD 의 지나친 일반화로 인해 추론해 
낼 수 있는 의미적인 부분들이 손실되는 결과가 초래

된다. 반면에 연구 [2], [5]에서 제시한 저장 기법은 
XML 데이터의 의미적인 부분을 관계형 스키마로 보
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지만, 명시적으로 DTD 
간소화 절차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DTD 의 복잡

성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기존의 제시된 Hybrid Inlining 기법들의 문제점으

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① DTD 간소화 절차를 거치면서 DTD에서 추론할 수 

있는 NULL, NOT NULL, Cardinality Constraints

와 같은 DTD의 의미적인 부분들의 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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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② 연구 [1], [3]에서는 DTD의 의미적인 부분을 관

계형 스키마로 mapping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하지 않고 있다. 

③ 연구 [2]에서는 DTD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의미

적인 부분을 보존을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릴

레이션 생성에 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연구 

[3]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더 많은 릴레이션이 

생성이 되고, 데이터의 중복도 많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접근 방법을 보이는 NCPI-MDS(New 

Constraints-Preserving Inlining with Modified DTD 

Simplification)기법을 제시한다. NCPI-MDS 기법에서

는 기존의 Inlining 기법과 동일하게 Input 으로 DTD

를 받고, DTD 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적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수정된 DTD 간소화 절차를 거치게 되

며(ⓐ), 의미적인 부분들이 보존된 DTD 를 통해 관계

형 스키마를 추론하기 위해 기존의 Hybrid Inlining

에서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 릴레이션 생성

을 하기 위해 수정된 EHI(Efficient Hybrid 

Inlining)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DTD 내의 의미

적인 부분들을 추론해 냄으로써 이를 결과 관계형 스

키마에 보존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1] NCPI-MDS 방법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Hybrid 

Inlining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3 장에서는 Hybrid 

Inlining 기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NCPI-MDS 기법을 

제안하고, 4 장에서는 두 가지 기법에 의해 생성된 릴

레이션에 대한 비교분석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 장

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Hybrid Inlining 기법 

가. Hybrid Inlining 알고리즘 
기존의 Hybrid Inlining 방법의 세부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① DTD 문서를 파싱해서 얻어진 DTD 그래프를 

기반으로 DFS 탐색을 실행한다. 
② 탐색 동안 처음 방문한 노드는 “ VISITED” 로 

표시하고, 그 노드의 모든 자식 노드들을 방문

했다면 언마크한다. 
③ 만약 마킹되지 않은 노드가 탐색 동안에 방문되

었다면 같은 이름으로 엘리먼트 그래프에 새로

운 노드로 추가하고, 방문 전 노드로부터 방문 
중인 노드까지의 간선(edge)을 생성한다. 

④ 만약, 이미 마킹이 된 노드를 다시 방문하게 된

다면, 이전 노드와 방문 중인 노드 사이에 
recursive 가 존재하게 되므로 방문 중인 노드에

서 이전 노드로의 역방향의 간선을 추가한다. 
⑤ 위의 과정을 반복한 후 만들어지는 엘리먼트 그

래프를 기반으로 스키마를 생성한다. 
Hybrid Inlining 방법에 따라 생성된 엘리먼트 그래프

를 기반으로 릴레이션을 생성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
다. 

① 엘리먼트 그래프의 루트 엘리먼트에 대해서 릴
레이션을 생성한다.  
- 루트 엘리먼트의 모든 자식 노드들은 릴레이

션으로 inlining 된다. 
- “ *”  나 recursive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
해서는 in-degree 가 1 이상이어도 inlining 시킨

다. 
② in-degree 가 1 인 노드는 다른 노드의 속성으로 

inlining 된다. 
③ “ *”  아래에 있는 노드는 새로운 릴레이션으로 

생성한다. 
④ recursive 가 존재한다면 관련된 두 노드 중에 하

나의 노드를 릴레이션으로 생성한다. 
기존의 Hybrid Inlining 기법은 DTD 에서 추론할 수 

있는 많은 의미적인 부분들을 보존하지 못하고, 중복 
데이터의 발생, 비효율적인 릴레이션 생성과 관련한 
문제를 가진다.  
 
3. NCPI-MDS 기법 

본 장에서는 DTD 의 의미 정보를 관계형 스키마로 
보존하기 위해서 DTD 간소화 절차의 개선점을 제시

하고, 기존의 Hybrid Inlining 기법에서의 문제점이었던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면서 효율적인 릴레이션을 생
성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DTD 내에서 추
론할 수 있는 의미적인 Constraints 를 언급하고, 이를 
관계형 스키마로 보존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가. DTD 간소화 

[그림 3]은 연구 [3]에서 제시되고 있는 DTD 간소

화 절차이다. 
 

 
[그림 2] DTD 간소화 절차 

 

DTD 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림 2]의 간소화 규칙을 거치면서 정보의 손실을 초래

하는 규칙은 규칙 1, 2, 3 이고, 각각 “ +” , “ ?” , “ |”  
연산자의 의미를 손실한다. 이러한 의미를 스키마 생
성 시에 보존하기 위해 수정된 DTD 간소화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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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정된 DTD 간소화 규칙 

 

[그림 3]의 수정된 DTD 간소화 절차에서 남겨진 규
칙들 또는 추가된 규칙들은 자명한 규칙들만이 남게 
된다. 예를 들어, 규칙 7 에서 볼 수 있듯이 {0, ...}의 
발생이 가능한 엘리먼트에 {0, ...}의 발생이 가능한 엘
리먼트를 더하면 당연히 해당 엘리먼트는 {0, ...}의 발
생이 가능하다는 하나의 엘리먼트 정의로 간소화될 
수 있으며, 이는 원래의 의미적인 정보인 {0, ...}의 발
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손실되지 않는다. 
 
나. NCPI-MDS 알고리즘 

기존의 Hybrid Inlin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면서 
효율적인 릴레이션 생성을 위해 수정된 NCPI-MDS 알
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① 수정된 DTD 간소화 절차를 거친 DTD 를 Input
으로 내부적으로 DTD 그래프를 생성한다. 

② DTD 그래프에서 새로운 릴레이션으로 생성해

야 하는 top nodes[2]를 시작으로 DFS 탐색을 한
다. 

③ top node 를 시작으로 DFS 탐색을 하는 동안 다
른 top node 를 만나지 않는 한 모든 도달 가능

한 leaf nodes 들을 top node 로 inline 시킨다. 
④ DFS 탐색 중 “ |”  연산자를 사용하는 노드를 

만나면, 이 연산자로 연결된 엘리먼트가 말단 
노드일 경우는 모든 엘리먼트를 하나의 칼럼에 
저장하기 위해 pcdata 칼럼을 추가하고, 실제 저
장된 엘리먼트를 구별하기 위해 nodetype 칼럼

을 추가한다. 또한, 말단 노드가 아닌 중간 노드

이고 새로운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면 
모든 엘리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통합된 하나의 
릴레이션을 생성한다. 

⑤ ③ ∼ ④까지의 절차를 반복해서 실행한 후 추
론된 릴레이션 중 T1(ID), T2(ID)의 형태를 갖는 
릴레이션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면, 이들을 
table(ID, nodetype)의 형태의 하나의 릴레이션으

로 통합시킨다. 
⑥ 또한, T1(ID, PCDATA1), T2(ID, PCDATA2)의 형태

를 갖는 릴레이션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면, 이
들 릴레이션을 table(ID, nodetype, PCDATA)의 형
태의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통합시킨다. 

⑦ 마직막으로 “ *”  연산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릴
레이션과 부모 릴레이션 사이의 관계정보를 저
장하는 asterisk(parentID, childID, parentType, 
childType)의 릴레이션을 추가한다. 이 릴레이션

을 이용해서 DTD 내에서의 “ *”  연산자로 연
결된 부모, 자식 노드의 관계정보를 저장한다. 

 이러한 스키마 생성은 XML 데이터 저장 시에 중복

을 제거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기본키와 
외래키의 조인에 의한 부모 엘리먼트에서 자식 엘리

먼트를 탐색하는 하향식 탐색에 있어서 탐색비용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자식 엘리먼트에서 부모 엘리먼

트를 탐색하는 상향식 탐색에 있어서도 탐색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3]. 

 
다. DTD 내의 의미적인 제약조건[2]  

DTD 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적인 제약조건과 관
계형 스키마에서 매핑될 수 있는 제약조건들은 다음

과 같다. 
도메인 제약조건 : DTD 에서 추론할 수 있는 도메

인 제약조건은 속성의 값이 특정 집합의 값으로써 한
정될 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TTLIST author 
gender (male | female) #REQUIRED  married (yes | no) 
#IMPLIED>와 같은 엘리먼트 정의에서 author 엘리먼

트는 속성으로 gender 와 married 를 가지고, gender 라

는 속성은 값으로써 “ male”  또는 “ female”  중 한  
값을 갖고, married 라는 속성은 값으로써 “ yes”  또는 
“ no”  중 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

형 스키마에서 CHECK 절을 사용하여 보존될 수 있
다. 또한, #REQUIRED 와 #IMPLIED 와 같은 속성은 
SQL 의 NULL, NOT NULL 로 보존이 될 수 있다. 
대응수 제약조건 : DTD 내에서 추론이 될 수 있는 

대응수는 총 네 가지로써, [표 1]와 같다. 
 

<표 1> 가능한 Cardinality Relationship 
타입 대응수 연산자 제약조건 

A 1대{0, 1} ? NULL, UNIQUE 
B 1대{1}  NOT NULL, UNIQUE
C 1대{0, ...} * NULL 
D 1대{1, ...} + NOT NULL 

 

Inclusion Dependencies (IDs) : IDs 는 XML 문서 내의 
특정 속성의 값이 다른 속성의 값으로 나타나야만 한
다라는 의미로써[2]. 참조무결성의 일반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DTD 에서 IDs 를 추론할 수 있는 요소는 
ID, IDREF, IDREFS 속성이 있다. 이는 관계형 스키마

의 기본키와 외래키의 개념으로 보존이 될 수 있다. 
 

4.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그림 4]의 DTD 에 대해 NCPI-MDS 기
법을 사용해서 생성되는 릴레이션과 기존의 Inlining 
기법으로 생성되는 릴레이션을 비교 분석한다. 

 

 
(그림 4) DTD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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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DTD 를 따르는 XML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 NCPI-MDS 기법과 기존 Hybrid Inlining 기법의 
방법대로 DTD 를 기반으로 관계형 스키마를 생성하

면 [그림 5], [그림 6]과 같다. 
 

 
(그림 5) Hybrid Inlining 기법 

 

 
(그림 6) NCPI-MDS 기법 

 

[그림 5]의 Inlining 기법은 [그림 6]의 기법보다 더 
많은 릴레이션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DTD 에서 추론

할 수 있는 의미적인 부분을 릴레이션에 보존하지 못
한다. 예를 들어, [그림 6]에서는 DTD 에서 추론할 수 
있는 SQL CHECK 제약조건을 릴레이션에 보존한다. 
또한, IDREF 와 같은 속성 정의의 SQL 의 외래키 제약

조건으로 보존하고, #REQUIRED, #IMPLIED 와 같은 
정의는 NULL 제약조건으로 보존된다. DTD 에서 추론

할 수 있는 제약조건들을 보존하는 것에 더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NCPI-MDS 기법은 효율적인 릴레

이션 생성을 위해 root 엘리먼트와 reviews 엘리먼트를 
위해 릴레이션을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통합하고, “|” 
연산자에 의해 정의된 엘리먼트도 또한 각각의 엘리

먼트를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통합한다. 또한, “*” 연산

자로 정의된 부모 엘리먼트와 자식 엘리먼트의 관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asterisk 릴레이션을 도입함으로

써, 데이터의 중복 저장을 방지하고 탐색에 도움을 준
다. 

 
5. 결론 

XML 문서를 RDBMS 에 저장하기 위한 기법 중 
Hybrid Inlining 기법은 DTD 로부터 보존이 될 수 있는 
많은 의미적인 정보들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실제

XML 문서를 저장할 때 많은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

는 문제점을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TD 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의미적인 정보들을 보존하기 위해 수정된 DTD 간소

화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관계형 릴레이션으로 매핑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의 중복을 방
지하고, 데이터 질의 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
율적 릴레이션 생성을 다룬 NCPI-MDS 기법을 제시하

였다. 
향후 연구 방향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NCPI-MDS 

기법에 의해 생성된 릴레이션에 대해 질의응답시간이

나 조인수와 같은 다양한 측정기준을 가지고 성능평

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릴레이션을 추론

하기 위해 DTD 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DTD 의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XML Schema 를 사용하

여 릴레이션을 추론하는 기법도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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