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117 

CXQuery 를 이용한  

XML 스트리밍 데이터 필터링 
 

김소라*, 이월영**, 용환승*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서울기독대학교 국제경영정보학과 
e-mail : sollar00@ewhain.net 

 

XML Streaming Data Filtering  
using CXQuery 

 

So-Ra Kim*, Wol-young Lee**, Hwan-Seung Yong* 
*Dept. of Computer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International Business Inform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요       약 

XML 은 환경에 독립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서 자

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분산 환경에서 스트림 데이터들도 XML 을 이용하여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기존의 질의 언어를 사용하여 질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XML 문서의 구조를 알

아야 하고, 같은 질의의 내용일지라도 XML 문서의 DTD 가 다르게 되면 사용자는 상이한 DTD 에 대해

서 모두 다른 질의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XML 문서의 구조에 대해서 고려 하지 않아도 검색할 수 있는 CXQuery 의 개념을 도입하여 스트리밍 

XML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질의 처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1. 서론 
1XML 은 쉽고 일관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포맷하고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XML 은 그 유연성 때문에 웹 상

에서 데이터와 각종 문서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간주

되고 있다. 웹 서비스와 같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데이터들은 XML 로 인코딩되어 교환 

되고 있고, 이에 따라 XML 데이터 필터링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XML 필터링 시스템에

서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XML 

문서들이 스트림 형태로 연속적으로 필터링 엔진으로 

들어간다.  

이 때 기존의 질의 언어[7,8]를 사용하여 원하는 데

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그 문서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R01-2003-

000-10395-0)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XQuery 라는 새로운 질의 언어가 개발되었다[1]. 그

러나 이 질의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질의 처리 기

법은 XML 문서를 파싱하여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한 후 질의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할 뿐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

화하는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의 표현식에서는 문서 구

조에 독립적인 CXQuery 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질의 처리기는 스트림 데이터에 효과적인 기법을 개

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의 관련연구

로 이 시스템에 도입된 기본 개념인 CXQuery 와 XML 

필터링 시스템 들에 대한 관련 연구를 소개할 것이고, 

3 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다. 4 장에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실험평가에 대해서 서술한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결

론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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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방대한 양의 XML 문서를 효율적으로 필터링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다. 그 중에

서 대표적인 것이 XFilter, YFilter 이다. XFilter 는 

스트림 XML 데이터를 필터링하는데 있어 XPath 형식

으로 표현된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기반하여 XML 문서

를 필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구조 기반의 XML 필터링을 

위해 경로로 표현된 질의를 FSM(Finite State 

Machines)를 사용한다. XFilter 는 각각의 모든 질의

에 대해 새로운 FSM 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로 표현

에 있어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작업을 하

게 된다.  

이러한 XFilter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해진 연

구가 YFilter 이다. YFilter 는 경로를 NFA(Nondeter- 

ministic Finite Automata)으로 표현을 하여 

XFilter 에서의 중복적인 작업을 없애고, NFA 를 사용

함으로써 경로의 공통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여 한 번

만 처리되도록 한다. 이것은 XFilter 에 비해서 표현

되는 상태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으로 필터링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질의 언어가 문서 구조를 알아

야 하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CXQuery 의 

개념을 도입, 질의를 경로표현 대신에 데이터의 이름

과 값만으로 표현하여 이를 YFilter 에 적용한 후 질

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설계 및 구현 

이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XML 로 표현된 스트림 데

이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알지 

못하더라도 편리하게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질의 처리기는 모든 XML 문서의 구조를 파

악하여 사용자로부터 찾으려는 데이터 이름과 그 데

이터의 값만을 입력 받더라도 그 데이터가 들어간 모

든 가능한 경로를 찾아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1 질의 시스템 구조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의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이것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나누

어 지는데 이 중 처리부는 크게 경로 생성기, 

CXQuery 처리기, XPath Filer 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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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도 

 

시스템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스템의 입력값으로 XML 문서들과 CXQuery 가 들

어간다. 

∙ CXQuery 처리기는 CXQuery 파일을 XPath 필터기의 

질의입력 형태인 XPath 질의 파일로 변환한다. 

∙ 필터기는 XML 문서들과 XPath 질의 파일을 이용하

여 필터링한다. 

3. 2 질의 처리기 

질의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인 질의 처리 부분은 

XPath Filter, CXQuery 처리기, 경로 생성기로 나누

어진다.   

3.2.1 CXQuery 처리기 

이는 입력 XML 문서의 경로 파일과 CXQuery 질의 파

일을 가지고 CXQuery 파일을 XPath 질의 파일로 변환

해 주는 부분이다. XML 문서의 경로파일이 있으면 그

것들을 차례대로 읽어나가면서, CXQuery 파일에 명시

된 데이터 이름이 존재하는 경로들을 추출해 낸다. 

만약 질의문에 데이터 값이 있는 경우 각 경로에 값

을 넣도록 하여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

도록 한다. 이 내용을 xpath_CXQuery 파일명.txt 에 

적는다. CXQuery 쿼리 파일 한 개당 한 개의 

xpath_CXQuery 파일명.txt 을 생성하여 후에 같은 질

의를 사용하고자 할 때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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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city/name

/cities/city/latitude

/cities/city/population

/cities/city/located_at

/cities/city[@is_country_cap]

/cities/city[@is_state_cap]

/cities/city/population[@year]

/cities/city/located_at[@watertype]

…

path_mondial-cities.txt CXQ1:is_country_cap="yes" or latitude
CXQ2:car_code="MK and area="25333"
CXQ3:name="Caspian Sea" 

or area="17000"
CXQ4:latitude
CXQ5:ethnicgroups
CXQ6:name
CXQ7:country="Korea"

(a) DTD 경로파일 (b) CXQuery

/cities/city/name
/cities/city/latitude
/cities/city[@is_country_cap]

(c) a 와 b를 통해 필요한 XPath 추출 /cities/city/latitude
/cities/city[@is_country_cap=“yes”]
/cities/city[name=“Caspian Sea”]
/cities/city/name

(d) 질의 생성

CXQuery : name=“Sydney”
if 데이터 타입이 엘리먼트 then 데이터 다음에 “[text()”“ 추가한 후, 값을 대입한다.

예) /cities/city/name   =>  /cities/city/name[text()=“Sydney”]
else if 데이터 타입이 애트리뷰트 then 데이터 이름 바로 값을 대입한다.

예) /cities/city[@name] => /cities/city[@name=“Sydney”]

(e) 데이터 타입에 따른 질의 생성 과정

 
(그림 2) CXQuery 처리기에서 처리과정 

3.2.2  XPath 필터기 

  필터링 부분은 버클리 대학에서 제안한 기존의 

YFilter 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부분이다. 

전체 시스템의 입력 값은 처리하고자 하는 XML 문서

들과 CXQuery 질의문이 저장되어 있는 질의 파일이다.  

CXQuery 처리기를 통해 XPath 질의 파일로 변환된 질

의 파일이 생성되고, XPath 질의 파일과 XML 문서를 

바탕으로 필터링을 수행한다.   

3.2.3 경로 생성기 

경로 생성기는 입력 받은 XML 의 DTD 를 파악, 각 

DTD 에 대해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생성해내는 부분이

다. CXQuery 처리기에서 CXQuery 를 XPath 로 된 질의 

파일을 생성할 때 XML 문서의 경로파일이 필요하게 되

는데, 이를 위해서 만든 컴포넌트이다. 각 DTD 의 가

능한 모든 경로들은 path_DTD 명.txt 라는 경로 파일

에 저장이 된다. 후에 XML 문서의 경로파일이 필요할 

때, 기존의 경로파일을 재사용하게 된다.  

(그림 3)는 예제 DTD 로 경로 생성기를 거치게 되면, 

(그림 4)과 같은 경로 파일이 생성된다. 

<!-- XML DTD "mondial-provinces.dtd":   (Dimitrio Malheiro, malheiro@informatik.uni-freiburg,de, Juli 2002) 
This DTD contains the describtion for provs-xxx.xml files -->
<!ELEMENT provinces (province+)>
<!ELEMENT province (name, country, capital*, area?, population, cities*)>
<!ELEMENT name (#PCDATA)>
<!ELEMENT country EMPTY>
<!ELEMENT capital EMPTY>
<!ELEMENT area (#PCDATA)>
<!ELEMENT population (#PCDATA)>
<!ELEMENT cities (city*)>
<!ELEMENT city EMPTY>
<!ATTLIST country  xmlns:xlink CDATA #FIXED "http://www.w3.org/1999/xlink" 

xmlns:dbxlink CDATA #FIXED "http://www.informatik.uni-freiburg.de/~malheiro/dbxlink" 
xlink:type (simple|extended|locator|arc) #FIXED "simple"  
xlink:href CDATA #IMPLIED
dbxlink:transparent NMTOKENS #IMPLIED>

<!ATTLIST capital   xmlns:xlink CDATA #FIXED "http://www.w3.org/1999/xlink" 
xmlns:dbxlink CDATA #FIXED "http://www.informatik.uni-freiburg.de/~malheiro/dbxlink"   
xlink:type (simple|extended|locator|arc) #FIXED "simple"    
xlink:href CDATA #IMPLIED   
dbxlink:transparent NMTOKENS #IMPLIED>

<!ATTLIST cities     xmlns:xlink CDATA #FIXED "http://www.w3.org/1999/xlink"  
xmlns:dbxlink CDATA #FIXED http://www.informatik.uni-freiburg.de/~malheiro/dbxlink
xlink:type (simple|extended|locator|arc) #FIXED "extended"  
dbxlink:transparent NMTOKENS #IMPLIED> 

<!ATTLIST city       xmlns:xlink CDATA #FIXED "http://www.w3.org/1999/xlink"            
xmlns:dbxlink CDATA #FIXED "http://www.informatik.uni-freiburg.de/~malheiro/dbxlink" 
xlink:type (simple|extended|locator|arc) #FIXED "locator"   
xlink:href CDATA #IMPLIED         

dbxlink:transparent NMTOKENS #IMPLIED>

 
(그림 3) 예제 DTD 

 
 (그림 4) 위 DTD 의 경로 파일 

4. 실험 및 평가 결과 

이 시스템의 구현환경으로 시스템은 펜티엄 Ⅳ이며, 

운영 체제는 윈도우 XP 이다. 프로그램은 JDK1.4 를 이

용하여 Java 로 코딩하였다. 

본 논문에서 XML 스트림 필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실험하였다.  

∙ C1: 사용자가 문서의 구조를 알고 XPath 로 질의

를 하는 경우 

∙ C2: 문서의 경로 파일들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

서 CXQuery 을 사용하는 경우 

C1 은 XPath 질의어를 이용하여 질의를 해서, 스트림 

XML 문서를 필터링을 한 경우이고, C2 는 CXQuery 를 

이용하여 질의를 한 경우이다.  

C2 는 XPath 질의 파일을 생성해내기 위한 입력 XML

문서의 경로파일이 없는 경우로, XML 문서의 경로파일

들을 생성해야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XPath 질의 

파일을 생성한다.  

위의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데이터의 양이 증가될 

때 그 추이에 대해서 실험을 해 보았다. 다음 그래프

는 실험의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된 CXQuery 질의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CXQuery 질의 파일 

CXQ1:is_country_cap="yes" or latitude 

CXQ2:car_code="MK and area="25333" 

CXQ3:name="Caspian Sea" or area="17000" 

CXQ4:latitude 

CXQ5:ethnicgroups 

CXQ6:name 

<표 2> XPath 로 된 질의 파일 

CXQ6:/cities/city/name 

CXQ1:/cities/city/latitude 

CXQ1:/cities/city[@is_country_cap=“yes”] 

CXQ3:/cities/city/name[text()=“Caspian Sea”] 

CXQ4:/cities/city/latitude 

CXQ6:/continents/continent/name 

CXQ6:/countries/countr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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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Q5:/countries/country/ethnicgroups 

CXQ3:/countries/country[@area="17000"] 

CXQ5:/countries/country/ethnicgroups[@percentage] 

CXQ6:/lakes/lake/name 

<표 3> 실험 데이터 

 
 Data1 Data2 Data3 Data4 

XML 문서 개수(개) 100 200 300 400 

데이터 크기(MB) 3.61 7.21 11.3 14.9 

DTD1 개수 70 140 210 280 

DTD2 개수 10 20 30 40 

DTD3 개수 10 20 30 40 

DTD4 개수 10 20 30 40 

<표 4> 실험에 쓰인 DTD 데이터 

 
 DTD1 DTD2 DTD3 DTD4 

DTD 설명 도시정보

표현하는 

XML 의 

DTD 

대륙정보 

표현하는 

XML 의 

DTD 

나라정보 

표현하는 

XML 의 

DTD 

강정보 

표현하는 

XML 의 

DTD 

엘리먼트개수 9 4 23 4 

애트리뷰트개수 17 0 44 0 

<표 5> 실험결과 

 Data1 Data2 Data3 Data4 

C1 걸린시간(s) 5.7 12.5 17.8 31.7 

C2 걸린시간(s) 7.6 14 18.3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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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입력 데이터에 따른 응답시간 

 
위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질의문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응답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XPath 질의를 사용한 경우(C1)가 CXQuery 질의를 
사용한 경우(C2)보다 응답 시간이 좀 짧은데, 이는 
XML 문서의 경로 파일을 생성하고, CXQuery 를 바탕

으로 XPath 질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
문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XML 로 표현된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문서 구조를 모르고서도 

질의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의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XQuery 개념을 도입, 질의 표현식을 사 용하고 이를 

XPath 로 변환함으로써 스트리밍 XML 데 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XQuery 질의에서 데이터 이름과 조건이 주어질 때, 
서브 엘리먼트, 애트리뷰트에도 그 조건을 대입시켜야 
한다. 이 때, 질의를 생성하게 되면 아주 많아지게 되
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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