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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베이스가 DTD를 가지는 valid XML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XML 문서를 변경하는 트랜잭션들에 
대한변경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효성의 검증 범위는 유효
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노드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효성 검증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검증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 아이템들이 다른 트랜잭션들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병행수행 제어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유효성과 병행수행에 대한 
낙관적 처리 기법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충돌 탐지와 같은 검증 범위에서의 유효성 
검사를 통해 변경 연산의 트랜잭션들의 병행수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하고 기존연구의 유효성 
검증과 충돌 탐지 기법을 비교, 분석한다. 
 

1. 서  론

  웹 문서를 위한 표준 언어로써 뿐만 아니라 기종이 다
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 포맷이나 데이터 표현을 위
한 포맷으로써 XML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XML과 데이
터베이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
가하고 있다. 최근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XML에 대
한 질의뿐만 아니라 XML 문서의 일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언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1][2]. 이러한 
XML 변경은 XM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복잡한 문제
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에는 잘 정형
화된(well-formed) XML에 대한 갱신 연산 및 효율적
인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와 유효한 XML에서 갱신 연
산 후 변경된 문서와 스키마 사이의 검증 작업이 필요하
다. 
 변경 연산에 의해 발생하는 XML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중에서 XML 유효성(validity)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무결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
다. 즉 DTD에 의해 문서 형식이 정의된 XML 문서의 
경우 XML에 대한 사용자의 변경이 DTD에 유효하지 않
은 결과 XML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것은 데이터 무
결성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XML 데이터베이스가 DTD를 가지는 
valid XML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XML 문서를 변경하는 
트랜잭션들에 대한 변경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유효성의 검증 범위는 유효
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노드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효성 검증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검증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 아이템들
이 다른 트랜잭션들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병행수행 제어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XM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트랜잭
션에 의한 XML의 변경이 유효한지 검사하기 위해서 변
경된 XML 문서를 유효성 검증 파서(validating parser)
를 사용하여 파싱함으로써 변경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
다. 이것은 항상 문서 전체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잦은 변경이 수행되는 경우 유효성 검증의 오버
헤드가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체 검증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 검증 기법에 대한 연구들
이 수행된 바 있지만, 기존의 유효성 검증 기법들은 
XML에 대한 사용자의 변경이 DTD에 유효하지 않은 결
과를 생성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XML 문서에서 
여러 트랜잭션들의 병행수행 처리를 위한 충돌 탐지는 
트랜잭션들의 변경 연산들이 XML 문서의 특징인 트리 
구조의 특징에 따라 각각의 연산들의 실제적인 전이
(traverse)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의 연산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다른 연산에 의해 변경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범위의 정보까지도 포
함시켜 소유하게 되므로 병행수행 될 수 있는 다른 연산
의 수행도 막게 되는 것을 야기한다. 또한 각각의 연산
마다 실제적인 트리 구조의 전이(traverse)를 통해 이루
어지므로 필요한 정보를 가지는 노드까지의 모든 노드들
을 살펴봐야 하므로 같은 XML 문서에서 많은 연산들에 
대한 충돌 탐지는 전이(traverse)에 대한 많은 오버헤드
를 가지게 된다.
 본 논문은 유효성 검증 기법과 유효성 검증 기법의 정
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병행 수행 제어 기법에 필요한 특
징을 살펴보고 병행수행 제어 기법과 유효성 검증 기법 
사이의 관련성을 통해 그 효율성을 높이면서 유효한 
XML 환경에서의 인스턴스정보를 메타 데이터로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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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충돌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XML에 대한 유효성 검증 기법과 XML 트
랜잭션의 병행수행 제어 기법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
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자세한 환경과 제안
하는 방법을 유효성 검증과 병행수행처리 과정으로 나누
어 자세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및 분석을 통해 제
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고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
한 결론을 기술한다.

2. 유효성 검증과 병행수행 제어 

  [3]에서의 유효성 검증은 즉시 검증과 부분 검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즉시 검정은 변경이 수행되기 
전에 변경 연산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유효하지 않
은 연산들은 수행되지 않도록 하여 롤백(rollback) 오버
헤드를 줄이게 되며 부분 검증은 DTD가 정의하는 엘리
먼트들의 순서는 형제 관계에 있는 엘리먼트들간의 지역
적인 순서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변경되는 엘리먼트의 
형제 엘리먼트 순서만을 검증하는 기법이다. 

그림 3. 유효하지 않은 연산을 수행하는 유효한 트랜잭션

  트랜잭션의 수행 도중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일련의 연
산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트랜잭션의 모든 연산이 다 수행된 후에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트랜잭션
은 일관성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의 T1은 의미적으로 유효하고 데이터 베이스의 
관점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수행될 수 있어야 하지만 즉시 검증 기법은 트랜잭션의 
대한 유효성 검증이 아닌 변경 연산에 대한 유효성 검증
을 수행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수행을 허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질의처리의 정
확성 및 유효성 검증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의 연구에서는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read / write 
연산들의 충돌을 제어하기 위한 락킹의 단위
(granularity)에 따라 4가지 락킹 프로토콜(locking 
protocol)-Doc2PL, Node2PL, NO2PL, OO2PL-을 
제안하고 있다. Node2PL, No2PL, OO2PL은 [그림 2]
와 같은 XML 문서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이 문서 모델
은 XML 문서의 트리를 데이터 아이템인 노드와 부모 
및 형제 관계의 노드들 간에 연결된 포인터로 구성된 구
조로 정의한다. 그리고 트리에 대한 전이(traverse) 연
산은 이 포인터를 따라 트리 구조를 순회하고 변경
(modify) 연산은 노드의 삭제나 삽입을 위해 이 포인터

를 수정하는 연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락의 호환 행렬을 기반으로 트리 구조를 경유하여 들어
오는 락을 살펴보면서 탐지하므로 XML 인스턴스에 많
은 락이 존재하며, 트리 구조의 실제적 전이(traverse)
를 통해 실제 노드에서의 충돌을 탐지하므로 탐지 시간 
증가하게 된다. 

그림 4 Locking Protocol 의 문서 모델

3. 유효성과 병행수행의 결합을 위한 낙관적 기법

  신문사나 잡지사 혹은 블로그(Blog)와 같은 웹 사이트
에서는 컨텐츠들의 정보가 요약된 RSS[5]라는 XML 형
태의 파일을 제공한다. 이러한 RSS는 사용자가 RSS 구
독기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로부터 RSS 파일을 풀링
(pulling)함으로써 RSS 파일이 서버에서 갱신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통합 RSS에 대한 각 
엘리먼트들에 대한 질의 및 변경을 수행하는 트랜잭션들
의 연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 RSS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트랜잭션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른 트랜잭션들의 변경연산에 
의해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병행수행 제어 기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Site Syndicate Aggregator의 서비스

 

 예제 환경에서의 통합 RSS는 DTD에 의해 문서 형식
이 정의된 valid XML 파일이다.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컨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item 엘리먼트들의 수도 증
가하므로 통합 RSS는 시간에 따라 문서 트리의 크기가 
횡적으로 증가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서는 부분 검증 기법 및 형제 노드 락킹 기법이 검증 범
위가 변경 노드의 모든 형제 노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변
경되는 노드의 형제의 노드수가 비교적 많다. 따라서 유
효성 검증의 오버헤드가 증가하기 될 뿐만 아니라 병행
수행 능력도 락킹되는 노드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
체적으로 낮은 성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락이 아닌 
다른 방법의 충돌 탐지의 방법과 이때 같은 검증 범위안
에서의 유효성 검사를 통해 오버헤드를 줄여서 데이터베
이스 트랜잭션 병행수행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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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스템 구조

  

그림 6 시스템 구조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보
여주고 있다. XML 데이터베이스로 다양한 트랜잭션들로
부터 다양한 쿼리가 입력되게 되는데 이때 Read Phase 
는 이러한 쿼리들을 입력 받는다. 입력된 쿼리들은 
Validation Phase를 통해서 입력된 쿼리들이 유효한지 
그리고 병행수행 처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각 쿼리들은 실행되던지 아니면 취소나 롤백
(rollback)되거나 대기상태로 되게 된다. Validation 
Phase 를 통해 걸러진 쿼리들, 즉 병행수행 처리를 통해 
실행 가능한 쿼리들만이 Update Phase로 입력되어 지
고 입력된 쿼리들은 실행(processing) 되게 된다. 

3.2 XML 분석 

  XML 분석 단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
는데 첫번째로는 현재 문서들의 DTD를 분석하는 단계
이고 두번째로는 분석된 DTD를 통해 인스턴스 레벨로 
내려가서 분석된 정보를 가져오는 단계이다. 
 첫 번째 DTD 파싱 단계는 XML DTD를 통해 각 엘리
먼트에 어떤 심볼(symbol), 즉 어떤 카디널리티가 연결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엘리먼트들의 반복(recursive)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엘리먼트들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그림 6]은 예제 환경에
서의 통합 RSS의 DTD를 분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통합 RSS DTD

그림 8 통합 RSS DTD 분석

우선 각 노드를 순차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처음의 
rss 노드를 탐색후 그 하위노드인 channel 노드를 
탐색한다 그리고 다시 그 하위 노드들인 title, link, 
item, description, lastmodified, author, editor, hit, 
rank들을 차례대로 탐색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지 
아니면 심볼이 붙어있는지를 체크한다. 여기서는 item에 
*심볼이 있으므로 item에 대한 부모노드와 심볼을 
저장하고, author와 editor에 |심볼이 있으므로 
author과 editor에 대한 부모노드와 심볼을 저장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rank에 대한 부모노드와 ?심볼을 
저장한다. 다음으로 item에 대한 하위노드를 탐색한다. 
여기서는 item에 대한 * 심볼이 나오지만 item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체크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값이 필요한 
노드에 대한 정보도 체크한다. [그림 7]은 분석 후 
필요한 정보들의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DTD 분석 후 필요한 정보

 두 번째 인스턴스 파싱 단계로서 직접적으로 현재 
XML 문서(document) 레벨로 내려가게 된다. 이때의 
XML 인스턴스에 포인트로 연결된 Dewey Order 
Numbering 스킴[6]을 사용하게 된다. 루트 노드부터 
차례대로 인덱싱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전 DTD 레벨에
서 가져온 정보의 빈 칸에 차례대로 해당되는 정보를 저
장해 주면 된다. 그리고, 심볼이 포함된 인스턴스는 동적
인 업데이트를 위해서 각각의 노드의 CDBS(Compact 
Dynamic Binary String)기법[7]을 사용한 인덱싱도 함
께 저장된다.
 

그림 10 XML 인스턴스 정보

[그림 8]은 현재 XML 문서에 대한 인스턴스 정보를 나
타내주고 있다. [그림 9]은 [그림 7]에서 XML DTD 분
석 후 필요한 정보들을 XML 인스턴스 분석을 통해 저
장되어진 rss를 부모로 가지는 *심볼을 가진 channel 
노드와 channel을 부모로 가지는 *심볼을 가진 item노
드, channel을 부모로 가지는 ?심볼을 가진 rank노드, 
channel을 부모로 가지고 |심볼을 가진 author와 
editor노드에 대한 정보와 item을 부모로 가지고 *심볼
을 가지는 item노드에 대한 반복(recursive)에 대한 정
보를 보여주고 이러한 데이터를 XML 인스턴스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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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효성 검증 예제

석되어진 현재 문서의 메타데이터(Metadata)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메타테이터

그림 12 DTD 트리 변환

[그림 10]에서의 좌측의 트리는 통합 RSS의 예제 
환경의 기본 DTD에서의 트리를 나타내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item 밑의 item 노드에 대한 
반복구조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드들의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반복구조에 대한 충돌 탐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XML 
인스턴스 정보에서 가져온 정보를 통해 우측의 트리처럼 
확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재 문서에서의 item에 
대한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통해 기본 과정인 XML 
분석과정이 모두 마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음절에서 
이루어질 유효성에 대한 검증과 병행수행을 위한 충돌 
탐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3.3 유효성 검증

  자식 엘리먼트들의 순서 및 개수는 엘리먼트 선언에서 
순차 내용 모델(sequence content model), 선택 내용 
모델(choice content model), 카디널리티(cardinality)
를 사용하여 정의된다. 순차 내용 모델은 ‘,’ 로 표현
되며 자식 엘리먼트들의 기본적인 순서를 정의한다. 선
택 내용 모델은 ‘|’ 로 표현되며 XML 문서에서 자식 
엘리먼트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인 조건을 정의한
다. 그 중에서  카디널리티는 [그림 11]과 같이 다음의 
*’, ‘+’, ‘?’, ‘None’의 4가지로 구분하여 표현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식 엘리먼트들의 개수를 정의
하게 된다. 순차 및 선택 내용 모델 내용 그리고 카디널
리티는 서로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그것들에 의해 
자식 엘리먼트들에 대한 복잡한 순서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DTD 제약사항을 통해서 선처리 과정과 후처리 
과정으로 나뉘어서 유효성 검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림 12]에서의 예제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op1의 
연산은 rss 노드 하위의 channel 노드의 editor 노드에 
대한 삭제 연산이다. 하지만 DTD를 통해서 살펴보면 
editor노드는 author노드와의 선택모델로서 반드시 하나
는 존재 해야 한다. 따라서 editor노드에 대한 삭제 연산 
op1은 DTD에 의한 선처리 과정에 의해 유효성에 위배
가 되어서 거절 질의로 판명된다. 그리고 op2는 rss 노
드 하위의 channel 노드의 rank 노드에 대한 삭제 연산
이다. 하지만 rank 노드는 ? 심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삭제 연
산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XML 인스턴스의 메
타데이터를 가지고 유효성을 판단하는 후처리 과정을 통
해 channel[2]에 대한 rank 노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유효성 검증 역시 위배되어서 거절 질의가 된
다. 

3.4 충돌 탐지

 충돌 탐지에 앞서 목적노드를 정의한다. 

- 목적노드 : 주어진 XPath 경로 표현식에서 프레디키
트를 제외한 마지막 노드를 목적노드라 한다.

 해당 연산들의 DTD를 가지고 이에 대한 목적노드를 
찾고 목적노드들의 인덱스의 범위를 확인하여 ancestor, 
descendant, self 관계를 파악해서 충돌을 탐지한다. 그
리고 추가적으로 XML 분석과정을 통해서 얻은 XML 메
타데이터인 [그림 9]의 정보를 통해 프레딧킷에 대한 부
정확한 충돌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연산 Oi와 Oj에 대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할되어진다. 

- Oj의 인덱싱의 숫자가 Oi의 인덱싱의 숫자보다 
클때 Oj는 Oi에 대해 FOLLOWING 관계라 정의한다. 

- Oj의 인덱싱의 숫자가 Oi의 인덱싱의 숫자보다 
작을때 Oj는 Oi에 대해 PRECEDING 관계라 정의한다. 

그림 13 DTD의 지시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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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충돌 탐지 예제

그림 16 알고리즘

그림 18 XML transaction 증가 따른 유효성 검증

그림 17 XML item 증가에 따른 유효성 검증

- Oj의 포인트 인덱싱의 숫자가 Oi의 인덱싱의 
숫자보다 앞에 나타날 때 Oj는 Oi에 대해 ANCESTOR 
관계라 정의한다. 

- Oj의 인덱싱의 숫자가 Oi의 인덱싱의 숫자보다 
뒤에 나타날 때 Oj는 Oi에 대해 DESCENDANT 관계라 
정의한다. 
  - Oj의 인덱싱의 숫자가 Oi의 인덱싱의 숫자와 같을 
때 Oj는 Oi에 대해 SELF 관계라 정의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분할에 의해 각 연산에 대한 충돌 탐
지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READ 연산과 UPDATE 연산
에 대한 충돌은 두 연산의 관계가 DESCENDANT 관계
이거나 ANCESTOR 관계, 그리고 SELF 관계 중에 하
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두 연산은 충돌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UPDATE 연산과 UPDATE 연산에 대한 
충돌을 살펴보자. 이때 두 연산에서 연산들 사이에 관계
가 DESCENDANT 이거나 ANCESTOR 관계 또는 
SELF 관계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면 두 연산은 충돌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의 예제에서의 두연산 op1과 op2의 충
돌을 살펴보면 먼저 op1의 목적노드인 item(1.3)과 
op2의 목적노드인 item(1.3.6)은 서로 ancestor 관계를 
통해 충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목적노드들인 item의 
상위 노드channel노드를 메타데이터로 살펴보면 rss하
위의 channel 노드는 1번과 2번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충돌이 일
어나지 않고 병행수행이 가능한 연산이라고 판명되어진
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효한 연산이라고 생각하고 
탐지했던 op1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실제적
으로 rss 노드 하위의 포지션 값을 1로 가지는 channel
노드에는 item이 하나 존재 하기 때문에 item[2]에 대
한 연산은 실제로는 유효성에 위해 되어 거절 질의 이
다. 따라서 같은 검증 범위에서의 유효성을 통해서 우리
는 충돌 탐지에 대한 이중적 처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처리 
과정에 대한 Pseudo Code로 나타낸 것이 [그림 14]와 
같다.

 
4. 제안하는 기법의 분석 및 비교

  실험에 앞서 실험에 대한 가정으로 유효하지 않은 트
랜잭션의 수행이나 데드락(deadlock)현상에 의해서 트
랜잭션이 취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트랜잭션들

을 정의하고 루트 노드에서 접근되는 노드까지의 경로에 
있는 노드들의 수와 깊이만을 고려 연산의 수행중에 발
해되는 다른 수행 시간은 고려되지 않는다. 
 첫 번째 유효성 검즘에 대한 실험으로 실험에 사용된 
변수는 우선 maxTransaction을 1로 함으로써 트랜잭션
들간의 변경 없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연산이 수행되도
록 하였다. 이때 channel당 item 엘리먼트의 수를 10에
서 100까지 증가 시키면서 pan-out 증가에 따른 검증 
소요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15]는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검증의 경우 문서 크
기의 증가에 따라 검증 소요 시간 큰 폭 증가하며 부분 
검증의 경우 문서 크기의 증가에 따라 시간이 증가하지
만 변경 트랜잭션이 1이므로 소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실험에 사용된 변수는 우선 item 엘리먼트의 
수를 100으로 고정하고 maxTransaction의 수를 10에
서 50까지 증가 시키면서 트랜잭션들의 연산의 증가에 
따른 검증 소요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16]은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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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질의/변경 연산비율에 따른 병행수행성능 검증

서 하나의 트랜잭션에서의 item 엘리먼트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던 부분 검증의 방법이지만 트랜잭션의 
수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각각의 연산들의 모든 형제 노
드들의 순서를 검증해야 하므로 큰 폭으로 시간이 증가
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은 DTD와 메타
데이터를 통해 유효성을 바로 검증이 가능하여 문서 크
기의 증가나 아무리 많은 트랜잭션들로부터 많은 연산들
이 들어 온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두 번째 병행수행에 대한 실험으로 실험 변수로 
maxTransaction의 값을 100으로 설정하여 최대 100개
의 트랜잭션들의 연산이 병행수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channel 값은 5로 설정하여 병행 수행되는 트랜잭션들 
중 적어도 20% 정도는 같은 channel 엘리먼트에 접근
하도록 하였다. 각 실행에서 트랜잭션들의 연산은 모두 
100개씩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질의/변경 트랜잭션의 연
산의 비율이 0 ~ 90%로 변화시켜가면서 기존 연구에서
의 문서 락킹 기법인 NL방법과 형제 노드의 부모락킹 
기법인 SL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M방법을 측정하였다. 

 세 기법 모두 변경 트랜잭션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질의 
트랜잭션만이 수행되는 경우 락에 의해 블록되는 트랜잭
션이 없기 때문에 락킹에 대한 오버헤드가 가장 적은 문
서 락킹기법인 NL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문서락킹과 부모노드락킹을 사용한 경우는 변경 트
랜잭션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병행수행 능력이 하락한 
반면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기법은 변화의 폭이 작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트랜잭션
의 패턴이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능
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를 통해 유효한 XML 환경에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산 간의 충돌을 탐지 하고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예제 환경은 많은 
pan-out의 경우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레벨이 
깊어지는 환경에서는 형제 노드들의 부모 노드 락킹에 
의한 병행수행처리는 락의 수가 적어지고 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부분검증 역시 형제노드가 적어지게 된다. 이러
한 경우에는 검증에 앞서 DTD에 대한 파싱 과정을 가
지는 본 연구의 기법이 제약사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현재 문서의 트리를 전이하
는 것이 아니고 DTD를 통해 처리되는 시스템이므로 이

러한 시스템은 유효한 XML 데이터베이스와 독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XML DBMS에서도 탑재가 가능
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연속적으로 들어오
는 동적인 트랜잭션들의 변경 연산에서 포지션 프리디킷
만을 고려하였지만 포지션 뿐 아닌 모든 인스턴스에 대
한 동적 변경 연산에 대한 확장 연구를 추후 연구 과제
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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