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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ML 전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등장 및 갱신 연산 지원되면서 갱신 연산의 유효성 검사 및 효율적

인 갱신 연산의 충돌 감지 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잘 정형화된 XML 문서와

는 달리 스키마의 제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유효한 XML 문서 환경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효율

적인 갱신 연산의 충돌 탐지 기법은 질의 컴파일러의 질의 최적화 및 트랜잭션 관리의 높은 병행수행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은 판독-갱신 및 갱신-갱신 연산 사이의 충돌을 정의하

고, 유효한 XML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충돌을 감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에 잘 정형화된 (well-formed) XML에 대한 갱신 
연산 및 효율적인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2]. 또한, 유효한 (valid) XML에서 갱신 연산 후 
변경된 문서와 스키마 사이의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메모리 공간 및 검증 시간의 최적화를 위해 갱신 
연산에 의해 변경된 문서 일부분에 대한 점진적 유효성 
검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3-7].  

이와 같은 갱신 연산의 지원에 의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연산들 간의 병행수행을 
지원하는 트랜잭션 관리 기술이고, 트랜잭션 관리 
기술에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연산 간의 
충돌을 탐지하는 기법이다 [10-12]. M. Raghavachari과 O. 
Shmueli은 최근의 연구에서 XPath/, //, *, [] 경로 표현식 
기반의 연산 간의 충돌 탐지는 NP-complete임을 보이고, 
프레디키트가 없는 XPath/, //, * 경로 표현식 기반의 판독-
삽입, 판독-삭제 연산 간의 충돌을 탐지하는 Polynomial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13]. 그러나, 이 연구는 잘 
정형화된 XML 환경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한 XML 환경에서 적절한 스키마 
정보를 이용하여 연산들 간의 효율적인 충돌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복잡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여도 
갖고 있다:  

• 판독-갱신 및 갱신-갱신 연산 사이의 충돌에 
대한 개념 정의  

• 유효한 XML 환경에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산 간의 충돌 탐지 기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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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는 충돌 탐지 기법은 유효한 XML 
데이터베이스와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어 
어떠한 유효한 XML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탑재 가능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갱신 연산에 

대한 간략한 의미와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 

유효한 XML 환경에서 새로운 스키마 정보 및 충돌 

개념을 정의하고 제안된 스키마 정보를 이용한 

효율적인 충돌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갱신-

갱신 연산의 충돌 중 삭제-갱신 연산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토론한다. 최종적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고 추후 연구를 소개한다.  

 

2. 관련 연구  

2. 1 XML 

일반적으로 XML은 잘 정형화된 XML과 유효한 XML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효한 XML은 잘 정형화된 
XML이면서 스키마 (DTD 혹은 XML Schema)의 
제약사항을 준수하는 XML 문서를 말한다. DTD는 
엘리먼트 타입과 각각의 엘리먼트의 특성을 기술한다. 
만약 XML 문서가 DTD를 가지고 있고 그 DTD의 
제약사항을 만족하고 있다는 그 문서를 유효하다고 
한다 [8]. 

엘리먼트 유형은 어떤 자식 엘리먼트를 가지고, 그들 
간의 순서 (예, sequence (‘,’로 표현) or choice (‘|’로 
표현))는 어떻게 되는지 기술하고 인스턴스 상의 발생 
횟수 (예, ? (없거나 한번), * (횟수에 제안 없음), + (한번 
이상))를 제약한다. 추가로 엘리먼트 간의 순서 및 발생 
횟수가 임의의 자식 엘리먼트들 간에 그룹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면상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DTD 로 최근 신문사나 
잡지사 혹은 블로그와 같은 웹 사이트에서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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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요약된 RSS (Real Simple Syndicate)라는 XML 
포맷에 대한 DTD 이다. 

<!ELEMENT rss (channel)*> 
<!ELEMENT channel (title, link, description, lastmodified,(author | editor)?, hit, rank?, item*)> 
<!ELEMENT item (title, link, description, author, pubdate)> 
<!ELEMENT title #PCDATA> 
<!ELEMENT link #PCDATA> 
<!ELEMENT description #PCDATA> 
<!ELEMENT lastmodified #PCDATA> 
<!ELEMENT author #PCDATA> 
<!ELEMENT editor #PCDATA> 
<!ELEMENT hit #PCDATA> 
<!ELEMENT rank #PCDATA> 
<!ELEMENT pubdate #PCDATA>  

그림 1 DTD 예제  

[가정 1] 본 논문은 DTD 환경의 유효한 XML 환경을 
가정한다. 

2.2 XML 갱신 연산 

최근 XML 문서에 대한 갱신 연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gor Tatarinov는 INSERT, DELETE, 
REPLACE 그리고 RENAME 연산을 제안했으며 [1]. M. 
Rys는 추가적으로 MOVE 연산을 제안하였다 [2]. 

본 논문은 INSERT, DELETE, 그리고 REPLACE 
연산을 가정하며 이들 연산들을 통틀어 UPDATE 
연산이라 한다. 비록 REPLACE 연산은 순서화된 XML 
모델에서 INSERTBEFORE 연산 후에 DELETE 연산을 
한 결과와 같고, 순서화되지 않은 XML 모델에서는 
INSERT 연산 후에 DELETE 연산을 한 결과와 같지만, 
편이성에 의해 필요한 연산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산으로 취급한다.  

INSERT, DELETE, 그리고 REPLACE 연산에 대한 
타입을 Igor Tatarinov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1]: 

• INSERT(NodeSet, child): INSERT는 NodeSet의 
자식으로 새로운 데이터 (child)를 삽입한다. 삽입되는 
자식 노드는 엘리먼트와 속성 (attribute)이 될 수 있다. 
• DELETE(NodeSet): DELETE는 NodeSet의 모든 자식 
노드와 Nodeset 자체를 삭제한다. 
• REPLACE (NodeSet, old_content, new_content): 
REPLACE는 NodeSet의 자식 노드인 old_content를 
새로운 노드인 new_content로 교체한다. 
표 1은 확장된 갱신 XQuery 표현과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연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확장된 갱신 XQuery와 관련된 연산 

확장된 갱신 XQuery 표현식 관련된 연산 

FOR $j IN /rss/channel/author 
RETURN $j 

READ($j) 

LET $bb := /rss/channel 
   $cc IN $bb/item[2] 

 
 

UPDATE $bb { 
REPLACE $bb/hit WITH  

<hit> 317046 </hit>  
DELETE $cc 
INSERT <item>…</item> } 

 
REPLACE($bb/hit, <hit> 317046
</hit>) 
DELETE ($cc) 
INSERT($bb, <item>… </item>)

2. 3 충돌 탐지에 대한 기존 연구 

일반적으로 XML 환경에서 연산 간의 충돌 탐지에 
대한 연구는 트랜잭션 관리 기법에서 소개되고 있다. S. 
Helmer 는 XML 환경의 트랜잭션 관리 기법으로 네 
개의 로킹 기반 프로토콜 (Doc2PL, Node2PL, NO2PL, 
그리고 OO2PL)을 제안하고 있다 [10]. T. Grabs 는 경로 
기반의 로킹 기법인 DGLOCK을 제안하고 있다 [11]. S. 
Dekeyser는 경로 로킹 프로토콜인 경로 로크 전파 (path 
lock propagation) 및 경로 로크 해갈 (path lock 
satisfiability)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급한 연구들은 로크 호환 행렬 (lock compatibility 
matrix)을 기반으로 충돌을 탐지한다. 즉, 실제 XML 
인스턴스에 로크를 놓고, 트리 구조를 경유하여 
들어오는 로크와 로크 호환 행렬을 살펴보면서 충돌을 
탐지한다. 따라서, XML 인스턴스에 많은 로크가 
존재하게 되고, 트리 구조의 전이를 통해 실제 노드에서 
충돌을 탐지하기 때문에 탐지 시간도 늘어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M. Raghavachari과 O. Shmueli는 READ-INSERT와 
READ-DELETE에 대해 노드 충돌과 트리 충돌이라는 한 
새로운 충돌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13]. 또한, 그들은 
XPath/, //, *, [] 경로 표현식 기반의 연산 간의 충돌 탐지는 
NP-complete임을 보이고 있으며, 프레디키트가 없는 
XPath/, //, * 경로 표현식 기반의 연산 간의 충돌을 
탐지하는 Polynomial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잘 정형화된 XML 환경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3. 효율적인 충돌 탐지 알고리즘 

3.1 스키마 정보 

그림 2(a)는 그림 1에서 제시한 DTD를 순차적으로 
선회를 한 PRE(order)와 POST(order) 값이 할당된 
노드들에 대한 DTD 트리를 보여주고 있다.  

channel

title description hititem

rss

link lastmodified authoreditor rank

title descriptionlink author pubdate

(0, 15)

(1, 14)

(2, 5)

(3, 0) (4, 1) (5, 2) (6, 3) (7, 4)

(8, 6) (9, 7) (10, 8) (11, 9) (12, 10)(13, 11) (14, 12) (15, 13)

 
(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150150rss

4

3

2

1

0

5

14

post

3

3

3

3

3

2

1

level

0

0

0

0

0

5

14

size

7pubdate

6author

5description

4link

3title

2item

1channel

PreTag-Name

150150rss

4

3

2

1

0

5

14

post

3

3

3

3

3

2

1

level

0

0

0

0

0

5

14

size

7pubdate

6author

5description

4link

3title

2item

1channel

PreTag-Name

6208title

7209link

82010description

92011lastmodified

102012author

112013editor

122014hit

132015rank

postlevelsizePreTag-Name

6208title

7209link

82010description

92011lastmodified

102012author

112013editor

122014hit

132015rank

postlevelsizePreTag-Name

 
(b) 

그림 2: (a) 그림 1의 DTD 트리 구조, (b) DTD 트리 구조에 의한 

스키마 정보 

그림 2(b)는 그림 2(a)에 대한 스키마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PRE/POST 구조 (PPS)라 명명한다. LEVEL를 
DTD 트리 상에서의 루트를 기반으로 한 레벨을 
의미하며, SIZE는 임의의 노드의 하위 트리의 모든 
노드들의 개수를 말한다. 이런 PRE/SIZE/LEVEL 
인코딩은 POST = PRE + SIZE – LEVEL 의 수식에 의해 
한번의 선회로 구할 수 있다 [14]. 3.3절의 충돌을 
탐지하는 기법에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3.2 Conflicting XML Updates 

이번 절에서는 XML 데이터 환경에서 READ-UPDATE 
와 UPDATE-UPDATE 연산에서의 충돌을 정의한다.  

문서의 루트를 기반으로 어떤 노드까지의 XPath 경로 
표현식 기반의 READ 연산은 그 노드의 하부 트리에 
대한 판독 연산이다 [15]. 같은 의미의 XPath 경로 
표현식을 사용하는 UPDATE 연산은 그 노드의 하부 
트리의 일부분에 대해 갱신을 수행하는 연산이다.  

자세하게 연산 간의 충돌을 정의하기에 앞서 READ 
연산와 UPDATE 연산은 유효한 연산 (valid 
operation)임을 가정한다. 유효한 연산 이라 함은 XPath 
경로 표현식에 있는 구조 정보는 DTD의 구조 정보에 
어긋나지 않는 연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DTD를 기준으로 READ(rss/channel/title) 연산은 유효한 
연산이지만, READ(rss/channel/title/author)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구조 정보에 의해 author 노드는 title 노드의 
자식으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XML 문서는 임의의 알파벳 ∑에 속한 심볼로 
레이블화된 노드들로 이루어진 트리라 하고 알파벳 ∑ 
상의 모든 트리의 집합을 T∑라 표시했을 때, READ 연산 
Ri 와 UPDATE 연산 Uj 의 충돌을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1 [READ-UPDATE 충돌] 임의의 t ∈ T∑에 대해 
Ri(Uj(t)) ≠ Ri(t)이면 Ri 와 Uj 는 충돌이다.  

Ri(Uj(t)) ≠ Ri(t)의 의미는 READ 연산의 XPath 경로 
표현식에 의한 하부 트리 영역이 UPDATE 연산의 
XPath 경로 표현식에 의한 하부 트리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면, 결국 READ 연산은 UPDATE 연산의 결과를 
판독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림 3 (a)에서 보듯이, READ 연산 Ri의 하부 트리의 
루트를 x, DELETE 연산 Uj의 하부 트리의 루트를 y라 

하면, x 노드는 y 노드의 조상 (ANCESTOR) 노드이고, 
Ri(Uj(t))는 트리 t 상에서의 회색 부분을 배제한 부분을 
판독한다. 그러나, Ri(t)는 회색 부분을 판독하게 되어 그 
결과가 다르다 (Ri(Uj(t)) ≠ Ri(t)). 만약 READ 연산의 하부 
트리의 루트 (z)가 후손 (DESCENDANT) 노드인 
경우에도 역시 READ 연산의 결과는 다르다 (Ri(Uj(t)) ≠ 
Ri(t)). 그림 3(b)에서는 READ 연산과 INSERT (혹은 
REPLACE)에서의 충돌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해석하면, 갱신 연산 전후의 READ 연산의 
결과는 다르다 (Ri(Uj(t)) ≠ Ri(t)).  

y
x

z
y
x

z

y
x

z

y
x

z

(a) READ-DELETE conflict (b) READ-INSERT (or REPLACE) conflict  
그림 3 READ-UPDATE 충돌 예 

다음으로 UPDATE 연산 Ui와 Uj에서의 충돌을 
정의한다.  
정의 2 [UPDATE-UPDATE 충돌] 임의의 t ∈ T∑에 대해 
Ui(Uj(t)) ≠ Uj(Ui(t))이면 Ui와 Uj는 충돌이다. 

Ui(Uj(t)) ≠ Uj(Ui(t))의 의미는 Uj 에 의해 갱신된 영역을 
포함하는 갱신 연산 Ui을 적용한 후의 트리와 반대 
순서로 Ui에 의해 갱신된 영역을 포함하는 갱신 연산 
Uj을 적용한 후의 트리가 같지 않음을 말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갱신 연산 Ui와 Uj의 적용 영역 
하부 트리의 루트를 각각 x와 y라 했을 때, Ui(Uj(t)) 
갱신 순서에 의해 Uj에 의해 갱신된 영역은 Ui에 의해 
변경되게 된다. Uj(Ui(t)) 갱신 순서에 의하면, Ui의 갱신 
영역 일부분은 Uj에 의해 변경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연산 결과에 의한 트리의 결과는 다르다 
(Ui(Uj(t)) ≠ Uj(Ui(t))).  

y
x

 
그림 4 UPDATE-UPDATE 충돌 예 

3.3 효율적인 충돌 탐지 알고리즘 

지금까지 READ-UPDATE와 UPDATE-UPDATE 충돌을 
정의하고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효율적으로 
충돌을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충돌 탐지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DTD 트리의 인코딩된 P 
RE(order)와 POST(order)를 이차평면으로 놓고, 연산의 
(PRE, POST) 값을 이차평면에 놓았을 때 다섯 가지의 
관계로 분할하여 그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그림 5는 그림2(a)의 DTD 트리에 대해 x축은 PRE(order) 
값, y축은 POST(order) 값을 단위로 표현한 이차평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PRE/POST 이차평면이라 
명명한다. 

PRE/POST 이차평면을 통한 충돌 탐지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 목적노드를 정의한다. 2.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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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연산과 UPDATE 연산은 XPath 경로 표현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XPath 경로 
표현식을 통한 하부 트리의 루트를 목적노드라 
명명한다.  
정의 3 [목적노드] 주어진 XPath 경로 표현식에서 
프레디키트를 제외한 마지막 노드를 목적노드라 한다. 

다음은 여섯 개의 연산과 각 연산의 목적노드 및 그 
목적노드의 (PRE, POST) 값에 대한 예이다. 목적노드에 
대한 (PRE, POST) 값은 그림 2(b)의 PPS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림 5는 각 (PRE, POST) 값을 PRE/POST 
이차평면에 놓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O1: READ(/rss/channel/item/description), 목적노드는 
description 노드이고, 그 노드의 (PRE, POST) 값은 
(5, 2) 이다  

O2: REPLACE(/rss/channel/lastmodified, <latsmodified> 
20070301 11:30 </lastmodified>), 목적노드는 
lastmodified 노드이고, 그 노드의 (PRE, POST) 값은 
(11, 9) 이다 

O3: INSERT(/rss/channel/item, xxxx), 목적노드는 item 
노드이고, 그 노드의 (PRE, POST) 값은 (2, 5) 이다 

O4: READ(/rss//description), 목적노드는 description 
노드이고, 그 노드의 (PRE, POST) 값은 (5, 2)와 
(10, 8) 이다 

O5: DELETE(/rss/channel/item[1]), 목적노드는 item 
노드이고, 그 노드의 (PRE, POST) 값은 (2, 5) 이다 

O6: REPLACE(/rss/channel/author, <author> chang 
</author>), 목적노드는 author 노드이고, 그 노드의 
(PRE, POST) 값은 (12, 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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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RE/POST 이차 평면 

질의에 따라 (PRE, POST) 값은 둘 이상이 될 수 있다. 
연산 O4의 목적노드에 대한 (PRE, POST) 값은 (5, 2)와 
(10, 8)이다. 그러나, 연산 O1은 같은 목적노드인 
description에 대한 (PRE, POST) 값으로 (5, 2)뿐이다. 그 
이유는 O1에서 item 노드의 자식노드로서 description 
노드가 목적노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목적노드의 

(PRE, POST) 쌍이 집합인 경우, 불필요한 (PRE, POST) 
쌍에 대한 제거는 XPath 경로 표현식의 각 노드의 PRE 
(POST) 값은 그 표현식의 목적노드의 PRE (POST) 
값보다 작다 (크다)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림 
6은 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Figure 6 목적노드에 대한 불필요한 (PRE, POST) 값 제거 알고리즘 

 지금부터 PRE/POST 이차평면의 다섯 가지 분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 연산 Oi와 Oj에 대한 (PRE, 
POST) 값을 각각 (PrOi, PoOi)와 (PrOj, PoOj)라 한다. 연산에 
대한 (PRE, POST) 값을 이차평면에 놓으면 4사분면 및 
자기 자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할된다.  
정의 4 [1사분면: Oj는 Oi에 대해 FOLLOWING 
관계이다] 다음 규칙을 만족하면 Oj는 Oi에 대해 
FOLLOWING 관계라 정의한다: PrOi < PrOj, PoOi < PoOj 

정의 5 [2사분면: Oj는 Oi에 대해 PRECEDING 관계이다] 
만약 다음 규칙을 만족하면 Oj는 Oi에 대해 
PRECEDING 관계라 정의한다: PrOi > PrOj, PoOi > PoOj 
정의 6 [3사분면: Oj는 Oi에 대해 ANCESTOR 관계이다] 
다음 규칙을 만족하면 Oj는 Oi에 대해 ANCESTOR 
관계라 정의한다: PrOi > PrOj, PoOi < PoOj 
정의 7 [4사분면: Oj는 Oi에 대해 DESCENDANT 
관계이다] 다음 규칙을 만족하면 Oj는 Oi에 대해 
DESCENDANT 관계라 정의한다: PrOi < PrOj, PoOi > PoOj 
정의 8 [Oj는 Oi에 대해 SELF 관계이다] 다음 규칙을 
만족하면 Oj는 Oi에 대해 SELF 관계라 정의한다: PrOi = 
PrOj, PoOi = PoOj 

그림 5에서처럼, 연산 O3과 O5은 연산 O1에 대해 
ANCESTOR 관계이고, 연산 O2와 O6은 연산 O1에 대해 
FOLLOWING이다. 연산 O1과 O4는 모두 READ 
연산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READ-UPDATE 충돌 탐지. READ 연산 Ri와 UPDATE 
연산 Uj의 각 목적노드의 (PRE, POST) 값을 각각 (PrRi, 
PoRi)와 (PrUj, PoUj)라 하면 다음 규칙 중 하나라도 
만족되면 두 연산은 충돌이다:  

PrRi > PrUj, PoRi < PoUj                           (1) 
(Ri는 Uj에 대해 DESCENDANT 관계이다)         
PrRi < PrUj, PoRi > PoUj                           (2) 

Input: an XPath expression of an operation 
Output: suitable (PRE, POST) values of target node of the 
operation 
BEGIN 
1. for each (Prtn, Potn) value of the target node of the operation 
2. {   for (Prstep, Postep) value of each node of the operation 
3.         if (!(Prstep < Prtn and Postep > Potn)) 
4.             break; 
5.     suitable (PRE, POST) set ← (Prtn, Potn) 
6.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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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는 Uj에 대해 ANCESTOR 관계이다)            
PrRi = PrUj, PoRi = PoUj (SELF)                      (3) 
(Ri는 Uj에 대해 SELF 관계이다)  
수식 (1)과 (3)인 경우 Ri는 Uj에 의해 변경된 부분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판독하게 된다. 수식 (2)인 경우 
Ri는 Uj에 의해 변경된 모든 부분을 판독하게 된다. 
따라서, Ri와 Uj는 READ-UPDATE 충돌이다. 
UPDATE-UPDATE 충돌 탐지. UPDATE 연산 Ui와 
UPDATE 연산 Uj의 각 목적노드의 (PRE, POST) 값을 
각각 (PrUi, PoUi)와 (PrUj, PoUj)라 하면 다음 규칙 중 
하나라도 만족되면 두 연산은 충돌이다:  

PrUi > PrUj, PoUi < PoUj                            (4) 
(Ui는 Uj에 대해 DESCENDANT 관계이다) 
PrUi < PrUj, PoUi > PoUj                            (5) 
(Ri는 Uj에 대해 ANCESTOR 관계이다) 
PrUi = PrUj, PoUi = PoUj                            (6) 
(Ri는 Uj에 대해 SELF 관계이다) 
각 수식의 의미는 READ-UPDATE 충돌의 의미와 

유사하다.  
그러나, UPDATE-UPDATE 충돌 탐지 알고리즘은 

완전히 직관적이지는 않다. 만약, UPDATE-UPDATE 
충돌 중에 하나의 DELETE 연산과 하나의 UPDATE 
연산의 충돌 관점에서만 봤을 때 DELETE-UPDATE 
충돌은 보다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온건한 
(conservative) DELETE-UPDATE 충돌이라 명명한다.  
정의 9 [온건한 (conservative) DELETE-UPDATE 충돌] 
만약 DELETE 연산 Di의 목적노드가 UPDATE 연산 
Uj에 대해 ANCESTOR 관계이면, Uj를 충돌에서 
무시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하나의 DELETE 연산 D1과 
하나의 REPLACE 연산 RP1이 있다고 하자. 

D1: DELETE(/rss/channel/item), 목적노드 item 노드의 
(PRE, POST) 값은 (2, 5) 이다 

RP1: REPLACE(/rss/channel/item/author, <author> chang 
</author>), 목적노드 author n노드의 (PRE, POST) 
값은 (6, 3) 이다 

UPDATE-UPDATE 충돌 탐지 알고리즘에 의해 D1은 
RP1에 대해 ANCESTOR 관계이기 때문에 충돌이다. 
그러나 RP1이 D1 후에 처리된다면, D1에 의해 item 
노드의 author 노드를 포함한 하부 트리가 삭제되기 
때문에 RP1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수행이 거절 된다. 
만약 RP1이 먼저 수행되고 D1이 수행된다면, 두 연산은 
거절 없이 수행될 것이고, 임의의 트리 t (∈ T∑)에 대해 
D1(RP2(t))=D1(t)이 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UPDATE 연산 (DELETE, INSERT, REPLACE) 
과 비교하여 ANCESTOR 관계에 있는 DELETE 연산에 
대한 DELETE-UPDATE 충돌을 무시하는 온건한 
(conservative) DELETE-UPDATE 충돌을 제안한다. 

 

3.4 프레디키트 처리 

프레디키트를 고려한 READ-UPDATE 연산 관계는 
(i)프레디키트가 있는 READ-프레디키트가 없는 
UPDATE, (ii)프레디키트가 없는 READ-프레디키트가 
있는 UPDATE, 그리고 (iii)프레디키트가 있는 READ-
프레디키트가 있는 UPDATE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 
프레디키트를 제외한 상태에서 두 연산이 충돌관계를 
갖고 있다면, 프레디키트를 고려했을 때도 역시 
충돌관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프레디키트를 포함한 
XPath 경로 표현식에 대한 영역은 그 프레디키트를 
제외한 동일한 XPath 경로 표현식에 대한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번째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하나의 READ 연산 R1과 하나의 REPLACE 연산 
RP2가 있다고 하자. 

R1: READ(/rss/channel/item[title=”xxxx”]), 목적노드 
item 노드의 (PRE, POST) 값은 (2, 5) 이다 

RP2: REPLACE(/rss/channel/item[title=”yyyy”]/author, 
<author> chang </author>), 목적노드 author 노드의 
(PRE, POST) 값은 (6, 3) 이다 

READ-UPDATE 충돌 탐지 알고리즘에 의해 R1은 
RP2에 대해 ANCESTOR 관계이기 때문에 충돌이다. 
그러나 R1의 프레디키트에 의한 하부 트리와 RP1의 
프레디키트에 의한 하부 트리에 대한 공통 부분은 없다. 
왜냐하면 두 연산 모두 동일하게 item 노드의 자식 
노드인 title에 대해 프레디키트를 갖고 있는데, 그 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RP2의 title 값이 “yyyy”인 곳의 
author 엘리먼트 내용을 교체한 결과를 R1에 의해 
판독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연산은 충돌 관계가 없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프레디키트를 갖고 
있는 두 연산의 충돌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설명의 단순함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한다: 
- PREDICATES(o): 임의의 연산 o에서의 모든 값 기반 

프레디키트 집합 
- VALUE(p): 임의의 값 기반 프레디키트 p에서의 

에서의 값 출력 
- (Prp, Pop): 임의의 프레디키트 p에서 그 프레디키트의 

목적노드의 (PRE, POST) 값 
프레디키트를 갖고 있는 READ-UPDATE 충돌 탐지. 
프레디키트를 갖고 있는 READ 연산 Ri과 역시 
프레디키트를 갖고 있는 UPDATE 연산 Uj에 대해 
프레디키트를 제외했을 때 두 연산은 충돌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만약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두 
연산은 충돌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연산은 충돌 
관계이다: 

- Ri와 Uj의 모든 프레디키트 유형은 값-기반 
프레디키트이다. 
- Ri의 각각의 프레디키트는 Uj의 각각의 프레디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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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관계이면서 value 값이 다르다.  
∀ pi ∈ PREDICATES(Ri), ∀ qj ∈ PREDICATES(Uj) ⇒  
(Prpi = Prqj, Popj = Poqj) ∧ (VALUE(pi) ≠ VALUE(qj)) 

 
이 알고리즘은 XML 인스턴스 정보가 없는 선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충돌을 탐지한다. 향후 
보다 나은 최적의 충돌 탐지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프레디키트가 있는 UPDATE-UPDATE 연산 사이의 

충돌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탐지된다.  
 

4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효한 XML 환경에서 PRE/POST 
스키마 구조 정보 및 PRE/POST 이차평면을 이용한 
READ-UPDATE 및 UPDATE-UPDATE 연산 사이의 
효율적인 충돌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XML 인스턴스 정보가 필요 없고, 질의 
처리기에 독립적인 선처리 방법으로써 어떠한 유효한 
XML 데이타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갱신 연산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연산 사이의 충돌 탐지는 질의 컴파일러의 질의 최적화 
기법 및 트랜잭션 관리기의 병행수행 스케쥴링 기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유효한 
XML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서 이들에 대한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충돌 탐지 기법은 연산 대 연산의 
정적 충돌만을 고려하고 있다. XML에서의 갱신 연산은 
구조 정보뿐만 아니라 인스턴스 정보 (예를 들어, “?”, 
“*”, “+”) 역시 바꾸기 때문에 다른 연산에 영향을 준다. 
즉, 다른 갱신 연산에 의해 유효한 갱신 연산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고, 유효하지 않던 갱신 연산이 
유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적 환경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추후 연구로는 동적 환경의 충돌 문제를 
유효한 XML 환경의 병행수행 제어 기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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