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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계형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RDBMS)의 장 을 이용하여 XML로 표 된 문서를 효과 으로 장, 리, 검색하는 XML 문서 

리 시스템에 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경로 질의 에서 LIKE 연산과 같은 부분 패턴 매칭 질의의 경우는 비효

율 인 비교 연산으로 인해 검색 성능이 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RDBMS의 색인의 효과를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를 RDBMS에 효율 으로 장하는 계층형 XML 장 기법과 경로 역 색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XML문서의 엘리먼트를 키워드로 보고 해당 키워드가 속한 경로의 식별자와 시 스로 포스  일을 구성하여 경로 기반 질의의 검색 속도를 

향상하는데 주안 을 둔다. 검색 성능에 한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RDBMS를 이용한 기법보다 약 60%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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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ny XML document management systems using the advantage of RDBMS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for the storage, 

processing and retrieval of XML documents. However, fractional pattern-matching query such as the LIKE operations cannot take the 

advantage of the index of RDBMS because these operations have deteriorated retrieval performance through its inefficient comparison 

processing.

The hierarchical XML storage technique which stores XML documents in RDBMS efficiently, and the path inverted index technique are 

proposed in this paper. It regards the element of an XML document as a keyword, and focuses on organizing a posting file with path 

identifiers and sequences to reduce the retrieval time of path based query. Through simulations, our methods have shown about 60%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using RDBMS in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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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996년 W3C에 의해 XML 표 이 제정된 이래로, XML

을 사용하는 문서가 증하 다. XML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XML과 련된 다양한 분야에 한 연구의 필요성

이 증 되고 있는데, 특히 XML로 표 된 문서를 효과 으

로 장, 리, 검색하기 한 XML 문서 리 시스템에 

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왔다. 최근에는 주로 

계형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RDBMS)의 장 을 이용한 

XML 문서의 장과 검색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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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MS의 XML 서를 이용하여 문서 내용을 계형 테이

블에 매핑(mapping)하면 안정 이고 효율 인 XML 문서 

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검색 기법은 RDBMS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통 인 RDBMS 기반

의 기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인 장된 경로 체에 한 

스트링 매칭을 통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역 색인 

모듈을 사용하여 경로 비교 연산을 히 인다. 한, 본 

논문에서는 질의 수행 속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테이블의 

장 모델로 인한 조인 오버헤드를 이기 해 계층  

장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RDBMS를 기반으로 하

는 표 인 문서 리 시스템인 XRel 시스템과 검색수행 

시간에 한 성능비교를 통해서 제안된 기법의 성능이 우수

하다는 것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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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ML 문서의 계 표  범

문서 검색 기법들을 모델별로 분류하고 이러한 기법들이 

용량 XML 문서 검색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 에 해 기술

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XML의 계층  장 

구조와 질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경로 역 색인 

구조  검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기존 연구인 

XRel 시스템과의 성능비교를 통해 제안된 기법이 검색 수행 

시간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과제를 기술한다.

2. 련 연구

XML 장  검색 연구를 인덱싱 모델별로 분류를 해보

면 그래  기반 방법[1-5], 비트맵 기반 방법[6-8], RDBMS 

기반 방법[9-14]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스텐포드 학에서 제안한 Lore[1]는 그래  기반 방법으

로서 구조가 고정되지 않고 변동될 수 있는 반구조  데이

터를 리하기 해 개발된 시스템이었으나 XML이 등장하

면서 XML 리 시스템으로 발 되었다. 데이터 색인은 그

래  기반 OEM(Object Exchange Model)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고, XML 문서 스키마는 Dataguides[2]를 통해 유지

한다. Dataguides는 XML 문서의 복 경로를 제거하여 요

약된 형태의 문서 구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  기

반의 다른 방법으로 APEX[3]는 XML 데이터의 구조정보를 

표 하고,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경로를 해쉬 트리에 장

해 놓고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래  

기반 방법은 새로운 경로가 등장할 때마다 그래 의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인터넷 검색 환경에서 빈

번하게 발생한다.

비트맵 기반 연구는 BitCube[6-7]와 X-Planeb[8]가 표

인 연구이다. BitCube는 XML 검색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

증한 3차원 비트맵 인덱스 기법이다. 하지만 BitCube는 문

서의 증가에 따라 격하게 인덱스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연산 수행 속도가 하되는 문제 을 보인다. 

X-Planeb는 이러한 BitCube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기존

의 3차원 배열구조를 연결 리스트로 변형하여 장 공간을 

축소하 고, 경로 축약 기법을 추가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

시켰다. 그러나 X-Planeb는 사이즈가 큰 노드를 사용하여 

기에 은 양의 문서가 재되었을 때 BitCube보다 메모

리 사용량이 더 크다는 단 이 있다.

RDBMS 기반 방법은 XML문서를 테이블 스키마로 

히 표 하고 테이블에 효율 으로 장하여 SQL질의로 효

율 인 검색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이다. 이러한 

방법은 RDBMS라는 검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빠른 검색 

성능과 안정 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XRel[10]은 RDBMS 기반 방법의 표  연구이며, 본 연구

의 성능 비교 상이 되는 연구이다. XRel의 장 구조는 

Element, Attribute, Text, Path로 구성되는 네 개의 테이블

에 XML 문서를 장한다. XRel은 경로 질의를 SQL 질의

로 변환하여 처리하는데, 경로의 매칭과정에서 LIKE 연산

과 같은 부분 패턴 매칭 질의를 사용한다. 부분 패턴 매칭 

질의는 정확한 검색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 인 검

색 조건을 주고 경로 체에 한 비교를 통해서 결과를 추

출하기 때문에 문서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검색 성능은 

히 떨어지게 된다. 검색의 결과도 4개 테이블의 동등 조

인(equi-join)을 통해 얻기 때문에 문서의 증가에 따른 조인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은 역 색인 모듈을 사

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역 색인 모듈은 인덱스(index) 일, 

포스 (posting) 일, 데이터(data) 일로 구성된다. 인덱

스 일은 사 (dictionary) 는 컬 션(collection)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일은 문서(document) 일이라고도 한다.

3. XML 문서 장구조

3.1 계층  장구조

본 논문에서는 XML 데이터를 장하기 해 계층  

장 구조를 사용한다. 계층  장 구조는 XML의 계층  구

조를 반 하여 RDBMS에 장된다. XML 문서는 순서가 

있는 트리의 형태로 표 되며, 엘리먼트(노드)의 치에 의

해 부모-자식, 조상-후손 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계 외

에도 노드들 사이에는 다양한 계가 존재하는데, 그림 1은 

XML 문서에서 노드 사이의 계 범 를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XML 문서의 엘리먼트 노드간 계를 구

분하는데 사용되는 3가지 정보를 선정하 다. 각 엘리먼트 

노드들은 부모 참조(parent reference) 값과 트리 벨

(level), 순서번호(order number)등의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먼 ,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 참조 값은 부모-자

식 계를 표 하는 정보이다. 부모에 한 참조 값으로 부

모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사용한다. 한 부모 참조 값은 

형제(sibling) 계를 찾는 방법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트리 

벨은 XML 문서 트리내의 벨정보를 나타낸다. 끝으로 

순서번호는 XML 문서 트리의 순회 순서정보이며, 형제

계 에서 선행 형제(preceding sibling)와 후행 형제

(following sibling)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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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모-자식 질의 처리 PL/SQL 블록

(그림 2) XML 문서 모델

(그림 3) XMLDocuments 테이블

[정의 1] XML 문서내의 임의의 엘리먼트 노드 Pi와 Pj가 

존재할 때 Pi와 Pj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계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ord는 노드의 순서 번호(order number)를 의

미하고 ref는 부모 참조(parent reference)를 의미한다. 를 

들면, (그림 1)에서 ref를 1로 가진 노드(노드 번호가 2, 3, 4, 

19, 20)는 ord가 1인 노드(노드 번호가 1)의 자식노드이다.

1) Pi.ord = Pj.ref이면 Pi가 Pj의 부모이고, Pj는 Pi의 자

식이다.

2) Pi.ref = Pj.ref이면 노드 Pi와 Pj는 형제(sibling) 계

이다.

3) Pi와 Pj는 형제이고, 노드 Pi.ord < Pj.ord이면 노드 

Pi가 Pj의 선행 형제(preceding sibling)이고, Pj는 Pi

의 후행 형제(following sibling)이다.

그 외에도 조상-후손 계의 노드들은 부모-자식에 한 

재귀 인 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선행 노드 계는 자신

의 노드의 선행 형제와 그 후손노드, 조상 노드들의 선행 

형제와 그 후손들의 합집합으로 표 할 수 있다. 후행 노드

계 역시 선행 노드와 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그림 

2)는 트리 기반 모델로 표 된 화 정보를 나타내는 XML 

문서의 를 나타내고 (그림 3)은 이 XML 문서를 (그림 1)

을 기반으로 XMLDocuments 테이블에 장을 한 모습을 

나타낸다.

3.2 질의 처리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Oracle RDBMS 기반으로 구

되었고, 사용되는 모든 SQL 질의는 Oracle PL/SQL 블록

으로 사 에 미리 작성된 로시 나 함수를 통해서 처리된

다. XMLDocuments 테이블과 련한 질의는 엘리먼트 간의 

계 질의가 주류를 이룬다. 본 에서는 계층  장구조

의 엘리먼트 간 계를 찾아주는 기본 질의인 부모-자식, 

선행-후행 형제 질의의 로시 와 함수의 구성에 해 살

펴보고자 한다.

부모-자식 계의 엘리먼트를 찾는 것은 조상-후손 계

를 찾기 한 기반이 되는 처리과정이다. (그림 4)는 부모-

자식 질의 처리를 수행하는 PL/SQL 블록이다. 엘리먼트 노

드와 노드 리스트를 표 하기 해 사용자 정의형 타입 

element_node 객체와 element_node_array 객체를 정의하

다(1～10 ). element_node는 XMLDocuments에서 엘리먼트 

노드를 표 하기 한 필드 값들을 멤버 필드로 포함한다. 

element_node_array는 element_node 타입의 배열로 다수의 

엘리먼트를 반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가변 배열이

다. parent 함수와 child 함수는 pid와 ref값을 참조하여 해

당 노드를 반환하는 기능을 한다(19, 28～30 ).

(그림 5)는 선행 형제와 후행 형제를 찾는 PL/SQL 함수

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형제는 우선 ref값이 같고 그 에서 

순서(order)가 작은 그룹은 선행 형제들이고 큰 그룹은 나머

지 후행 형제들이 된다(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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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행-후행 형제 질의 처리 PL/SQL 블록

(그림 6) 시스템 역 색인 구조

4. 경로 역 색인

4.1 역 색인 구조

통 인 역 색인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역 

색인은 (그림 6)의 포스  테이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키

워드와 포스  리스트의 으로 구성된다.

[정의 2] 포스  테이블은 keyword,  <pid, sequences> 

으로 구성되며, 포스  리스트상의 pid는 엘리먼트 노드의 

경로 식별자이고, sequences는 경로가 시작하는 치부터 

해당 키워드가 나타나는 치까지의 거리들의 집합이다. 임

의의 엘리먼트 노드 n1, n2 사이에는 다음 계가 성립한다.

1) n1.pid = n2.pid이고, n1.sequences + 1 = n2.sequences

이면 n1은 n2의 부모이고, n2는 n1의 자식이다.

2) n1.pid = n2.pid이고, n1.sequences < n2.sequences이면 

n1은 n2의 조상이고, n2는 n1의 후손이다.

포스  리스트는 <pid, sequences>의 으로 구성되는데, 

pid는 해당 키워드가 존재하는 경로의 경로 식별자이고, 

sequences는 경로가 시작하는 치부터 해당 키워드가 나타

나는 치까지의 거리들의 집합이다. 포스  리스트는 비교

연산의 효율성을 해 B-tree 색인으로 구성되며, 바이트 

형태의 객체로 RDBMS에 장된다. 

먼 , 경로 식별자 pid는 키워드들이 같은 경로 상에 나

타나는지를 찾기 한 참조 값이다. (그림 6)에서 director 

키워드는 5～10번 경로에 나타나고, name 키워드는 6～9번, 

12～15번 경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director와 name 키워드가 경로 6～9번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quences는 경로 상에서 해당 키

워드가 어느 치에 나타나는지 알려주는 정보로써, 6～9번 

경로에서 director는 경로의 2번째 치에 존재하고 name은 

3번째 치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director

가 name의 부모 엘리먼트 노드라는 것을 말해 다. 그리고 

director와 first 키워드의 경우에는 8번 경로 상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경로 등장순서는 director는 2번째, first는 4번째 

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sequences 정

보는 director가 first의 조상 엘리먼트 노드임을 알려 다.

4.2 경로 질의 처리

제안한 기법에서는 경로 체에 한 비효율 인 비교연

산을 하지 않고, 역 색인구조를 사용하여 기존의 RDBMS 

기반 시스템의 경로 비교연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한

다. (그림 7)은 역 색인을 이용한 경로 질의 처리 알고리즘

을 기술한 것이다.

[ 제 1]  /movie//name/last를 찾는 를 살펴보자. 

xpe는 XPath 경로 표 식(XPath path expression)을 의미

한다. (그림 8)은 검색 과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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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로 질의 처리 알고리즘

(그림 8) 경로 질의 ‘/movie//name/last’ 검색 과정

검색 과정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경로 질의에 한 사  

처리를 하게 된다. 경로 질의를 경로 구분자와 엘리먼트로 분

류하고(Step 1), 각 엘리먼트 별로 매칭되는 키워드를 posting 

테이블에서 검색한 후 포스  리스트를 구성한다(Step 2). 

구성된 포스  리스트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pid를 찾고 

sequences를 고려하여 pid를 찾는다(Step 3). 앞의 에서는 

먼  입력 경로 질의 ‘/movie//name/last’에 해서 경로 식

별자를 기 으로 분리하는 처리과정을 거친 뒤, movie, 

name, last와 일치하는 키워드의 포스  리스트를 구성한다. 

그리고 구성된 포스  리스트의 비교를 통해서 name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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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칭

CPU & Memory P4 1.6GHz, RAM 512MB

운 체제 Windows 2000 Server

데이터베이스 서버 Oracle 10.1.0.2.0, MS-SQL 2000

구 언어 Java 1.4.2_07

XML 서 J-DOM 1.0

입력 XML 문서
약 3000개의 XML 문서 (IMDB, REUTER, 

HTTP/FTP상에 존재하는 문서) 

<표 1> 실험 환경

Group Name XPath Query
Number 

of node

Group1

Q1 //MOVIE 10114

Q2 //MOVIE//CAST 6703

Q3 //MOVIE//CAST//PLAYER 6106

Q4 //MOVIE//CAST//PLAYER//NAME 965

Group2

Q5 //TEXT 8990

Q6 //TEXT//BODY 2304

Q7 //TEXT//BODY//DIV 1094

Q8 //TEXT//BODY//DIV//HEAD 38

Group3

Q9 //ENTRY 4612

Q10 //ENTRY//ABOUT 60

Q11 //ENTRY//ABOUT//AUTHOR 15

Q12 //ENTRY//ABOUT//AUTHOR//NAME 5

<표 2> 실험에 사용된 XPath 질의 그룹 

먼트와 last 엘리먼트가 공통으로 존재하는 9, 15번 pid를 얻

을 수 있는데, sequences는 name이 3이고 last는 4이다. 이 

결과로 우리는 name과 last 엘리먼트가 부모-자식 계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movie 엘리먼트와 name/last 엘리먼트의 

결과 포스  리스트의 비교를 통해 9, 15번 경로에 movie 

엘리먼트와 name/last 엘리먼트가 존재하고, movie와 name/ 

last 엘리먼트 사이의 sequences의 비교를 통해서 조상-후

손 계를 가지고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검색 과정을 모두 

끝마치면 pid 9, 15번이 ‘/movie//name/last’의 경로 패턴을 

만족하는 결과 값이 된다.

4.3 제안 기법의 시스템 구조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의 시스템 구조를 나

타낸다. Document Reader/JDOM은 XML 문서를 로딩하고, 

Path Extractor는 XML 문서 경로를 추출한다. Inverted- 

Index Manager는 역 색인을 구성  유지․ 리하고, XML 

Document Manager는 계층  장구조를 갖는 XMLDocuments 

테이블에 엘리먼트의 정보를 유지․ 리한다. XPath Query 

Processor는 입력 XPath 질의 변환을 하고, XML Path- 

Retrieval Engine은 경로검색 질의를 수행한다. Connection 

Manager는 JDBC/ODBC 드라이버를 통한 RDBMS 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9) 시스템 구조

5.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RDBMS 기반의 XRel 시스템과 제안한 기법

과의 성능을 비교한다. 성능 평가는 그룹별 XPath 경로 질

의를 바탕으로 XRel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간의 

검색 속도를 비교한다. 먼  검색 속도는 경로 수의 증가에 

따른 검색 속도 비교와 XPath 경로 질의별 분류에 따른 검

색 속도를 비교한다. 

5.1 실험 환경

<표 1>은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환경  구 도구 등의 

실험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서는 RDBMS로 Oracle 

10.1.0.2.0과 MS-SQL 2000 Server를 사용하 다. 2가지 

RDBMS를 선정한 이유는 XRel에서 사용하는 기법(LIKE 

연산)을 Oracle과 MS-SQL에 모두 구 하여 비교하기 함

이다. 구  언어로는 Java 1.4.2_07 JDK를 사용하 으며, 

XML 서는 J-DOM 1.0 API를 사용하 다. 입력으로 사용

한 XML 문서는 IMDB[15]와 REUTER[16]에서 제공하는 

샘  XML 데이터와 HTTP와 FTP 상에 존재하는 약 3000

개의 XML 문서를 사용하 다. 추출된 총 경로의 수는 

119625개 이고, 추출된 유일 키워드(엘리먼트 명)는 2523개 

이다.

 

5.2 실험 결과

본 에서는 RDBMS 기반 XRel 시스템의 검색속도와 제

안한 기법간의 검색 속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표 2>는 실

험에 사용한 XPath 질의 그룹을 보여주고 있다. 질의 그룹

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각 그룹은 노드의 분포별로 

분류를 하 다. Group1은 질의 패턴이 체 문서 집합에서 

다수 등장하는 질의로 구성하 고, Group2는 Group1보다는 

지만 비교  많이 등장하는 질의 그룹으로, Group3은 3개

의 그룹  등장하는 분포가 가장 은 질의 패턴으로 구성

하 다. 질의의 선정은 부분 패턴 매칭 질의만을 고려하 다.

(그림 10)은 실험에 사용된 질의 그룹별 다양한 질의에 

한 검색 수행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다. 이 실험 결

과는 Oracle과 MS-SQL에서의 XRel 시스템 성능과 제안한 

기법과의 수행 시간 비교 결과이다. (그림 10)의 결과를 통

해서 XRel 시스템은 검색 질의 패턴과 일치하는 노드의 수

보다는 부분 매칭 질의의 길이(경로 구분자를 기 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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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질의 그룹별 검색 수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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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경로 수 증가에 따른 검색 수행 시간

엘리먼트의 수)가 짧을수록 빠른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DBMS에서 부분 패턴 매칭 질의를 처리하기 해 

사용하는 LIKE 연산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Oracle과 

MS-SQL에서 거의 비슷한 수행 시간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결과에서 제안된 기법의 수행 시간은 질의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XRel 시스템보다 월등한 성능향상을 보인다.

(그림 11)은 경로 수 증가에 따른 경로 질의의 수행 시간

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다. <표 2>의 XPath 경로 질의들 

 RDBMS에서 비교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인 Q2질의와 

성능이 떨어지는 Q4를 상으로 경로의 수 증가에 따른 검

색 수행시간을 비교하 다. 수행 시간의 측정은 경로 20000

개, 40000개, 60000개, 80000개, 100000개, 120000개의 그룹에

서 각각 측정하 고, 각 그룹에서 Q2, Q4의 등장 빈도는 

6703, 965번으로 각 경로 그룹마다 동일하게 설정하여 실험

을 하 다. 

Q2 결과에서 경로의 수가 약 60000개 정도가 될 때까지

는 XRel 시스템이 체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그 

이상 경로가 증가하면 제안한 기법의 수행 시간이 훨씬 빠

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를 들면, 제안한 기법에서 경로

의 수가 10000개 일 때 Oracle과 MS-SQL에 비해 각각 약 

40%, 80%의 효율이 증가하 고, 12000개일 때에는 Oracle, 

MS-SQL에 비해 각각 약 50%, 100%의 효율성을 보 다. 

제안한 시스템은 경로가 아무리 어도 포스  리스트 객체

에 한 처리과정 때문에 20ms～30ms의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문서의 개수가 얼마 되지 않아 경로의 수가 

고, Q2의 질의와 같이 ‘//’의 개수가 은 경우 RDBMS의 

LIKE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Q4 결과에서 보

이는 것과 같이, 질의에 ‘//’의 개수가 많고 경로가 많아질수

록 제안한 기법의 성능이 월등히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층  장구조를 사용하여 XML 문서 

엘리먼트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 연산을 제안하 다. 

한, 기존 RDBMS 기반 시스템인 XRel의 비효율 인 경로 

비교 연산을 개선한 새로운 검색 기법을 제안하 다. XRel 

시스템에서는 부분 패턴 매칭 질의 시, 존재하는 모든 경로

에 해서 스트링 매칭을 통해 결과를 얻어오기 때문에 문

서의 수가 증가할수록 검색 수행 시간이 격히 느려지게 

된다. 반면에 XRel과 같이 RDBMS 기반의 제안된 기법은 

경로 역 색인을 사용하여 입력 질의에 나타나는 엘리먼트 

수만큼의 포스  리스트를 비교함으로써 문서의 증가에 크

게 향을 받지 않고 우수한 검색 성능을 보임을 실험을 통

해 입증하 다. 

그러나 제안된 기법이 우수한 검색성능을 보이지만 경로 

역 색인의 구성  유지 리를 해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단 이 있다. 문서의 삽입, 삭제, 수정으로 인한 포스  

리스트 B-Tree 색인의 갱신은 시스템 자원의 과부하를 

래한다. 향후 연구로는 이러한 경로 색인의 구성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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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감을 한 경로 축약 기법이나 효율 인 색인 구조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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