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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ML은 웹 상에서 정보교환의 표준이며, 이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시스템들은 XML View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개한다. 사용자는 XML을 위한 표준 질의어인 XQuery를 사용하여 분산된 XML View들

을 대상으로 통합 XQuery질의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통합 XQuery질의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

역시스템들 사이의 조인을 포함 할 수 있다. 조인은 비용이 많이 드는 연산자이므로 조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전체 질의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조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결정하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QL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며, 분산 환경에서의 

조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비용을 고려한다. 그 중 하나는 지역시스템 내에서 조인

을 처리하는 조인비용이며, 나머지 하나는 조인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

는 통신비용이다. 이 두 비용은 분산 조인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6,7,8] 이를 측정하는 것

은 통합 질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SQL 의 방법들을 구조적인 XML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XQuery질의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환경에서 통합 XQuery질의의 조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인비

용과 통신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기여는 앞서 기술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XQuery 

질의의 조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  론

XML은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이다. 

이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응용들은 이종 데이터들

을 XML 데이터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ML 

View를 사용한다. XML View는 DTD[1], XML Schema[2], 

XQuery[3] 등을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으며[4][5],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XML View는 XQuery로 기술되어 있다

고 가정한다[4]. 사용자는 분산된 XML View들을 대상으

로 질의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색을 위하여 XQuery 질의

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호운용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

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다수의 XML View들을 대상

으로 작성된 XQuery 질의를 통합 XQuery 질의라 부르며, 

이 질의는 여러 지역 시스템들 사이에 조인 연산을 포함

할 수 있다. 조인 연산은 질의 처리를 위하여 비용이 많

이 드는 연산자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효율적인 질의의 

처리를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

다. 그러므로 통합질의의 조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들을 연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음의 두 비용을 고려한다. 첫째, 지역시스템 내에서 

조인을 처리하기 위한 조인비용을 고려한다. 이 비용은 

최소의 조인비용을 갖는 실행계획 생성 시 중요한 요소

가 된다. 둘째, 지역 시스템들 사이의 데이터 전송량을 

위한 통신비용을 고려한다. 분산 환경에서 조인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스템들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불

가피하므로, 이 비용은 분산 환경에서의 통합 질의 처리

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SQL에서는 위의 두 

비용을 결정하는 연구가 이미 많이 수행되어 있다. 하지

만 XQuery를 위하여 SQL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

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SQL은 그 질의 

대상이 데이터베이스의 평평한 구조인 테이블이고, 

XQuery는 그 질의 대상이 반 구조적인 XML로 다르기 때

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환경에서 통합 XQuery질의를 처리

하기 위한 조인비용과 통신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기여는 통합 XQuery 질의를 위하여 위

의 두 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관련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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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for $book in doc("bib.xml")/bib/book
for $title in $book/title
let $author := $book/author
return 
<book>

<title>{$title/text()}</title>
<author>{$author/text()}</author>

</book>
}</Results>

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조인비용과 통신비용을 설명하

기 위한 배경지식을 기술한다. 4절에서는 XQuery를 위한 

조인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5절에서는 XML의 

특성을 고려한 통신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2. 관련연구

SQL의 경우, 분산 환경에서 통합질의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6][7][8]. [6],[7]

에서는 최소의 비용을 갖는 질의 실행계획을 선택하기 

위해 조인비용과 통신비용을 고려한다. [8]에서는 분산 

환경에서 최적의 조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통신비용

을 고려한다. [6],[7]의 조인비용은 조인을 처리하기 위

해 입력되는 데이터의 크기와 출력되는 데이터의 크기로 

계산되며, 데이터의 크기는 튜플의 수와 튜플의 평균크

기의 곱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노드의 수만을 안

다고 가정하므로 입출력 비용 대신에 조인 연산을 수행

하는 CPU의 비용으로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의 XQuery를 

위한 조인비용은 노드들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6],[7],[8]의 통신비용은 전송되는 데이터들의 크기로 

계산되고 우리는 전송되는 노드의 수로 계산한다. 

[6][7][8]의 방법은 그 질의 대상이 평평한 구조의 테이

블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XQuery는 반 구조적인 XML을 질

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칼럼들이 서로 일대 일 관계에 

있지만, XML은 각 노드들이 서로 다대 다, 다대 일, 일

대 다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송될 데

이터의 수를 결정할 때,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노

드들의 수를 계산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구조적인 관계

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통신비용 계산방법은 XML 

View를 이용하여 구조적인 관계를 찾아내고, 적용한다.

3. 배경지식

3.1 XML View의 특성

XML View는 XQuery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FLWOR표현으로 구성된다[3]. 이 표현으로 크게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 View의 각 노드들의 

구조를 알 수 있고, 둘째, 각 노드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View의 구조는 Return절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고, 각 노드들의 관계는 For절, Let절, Nested 

FLWOR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각 관계는 Optional 

character로 표현할 수 있고 다음과 같다. 

▪ 1 : one

▪ ? : zero or one

▪ * : zero or one more ('+'포함)

이 Optional character는 XQuery의 FLWOR절의 

특성으로 구할 수 있다. XQuery의 For절과 Let절의 

목적은 tuple stream을 생성하는 것이다. For절과 

Let절은 하나의 변수와 Expression으로 구성되며, 

Expression에 Nested FLWOR절이 나올 수 있다. For절은 

[표 1]과 같이 Expression에 포함된 sequence만큼 

반복하여 tuple stream을 생성한다. Let절은 [표 2]와 

같이 Expression에 포함된 sequence를 반복 없이 

For절에 의해 생성된 tuple stream에 추가한다. 이 

특성이 For절과 Let절의 큰 특성이며, 우리의 

알고리즘에 핵심 역할을 한다. Where절과 Return절은 

tuple stream안의 각 tuple에 대해 한번 수행된다[3].

[표 1] For절의 예제 XQuery질의와 결과

for $s in (<one/>, <two/>, <three/>) 
return <out>{$s}</out> 

<out> <one/> </out> 
<out> <two/> </out> 
<out> <three/> </out> 

[표 2] For절의 예제 XQuery질의와 결과  

let $s := (<one/>, <two/>, <three/>) 
return <out>{$s}</out>

<out> 
<one/> <two/> <three/> 

</out>

Optional character는 Return절에 있는 변수가 

For절로 선언되어 있으면‘1’, Let절로 선언되어 

있으면 ‘?’, Nested FLWOR절이 있으면 *’로 결정할 

수 있다. 

3.2 XML View의 예

[표 3]은 XML View의 예를 보여주고, 그림. 3은 XML 

View의 구조를 보여준다.

[표 3] XML View의 예

[표 3]의 XML View의 Return절을 통해 [그림 1]과 같은 

모습으로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book 노드의 자식은  

title노드와 author노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ook노

드와 title노드는 For절로 선언되어 있고, author 노드

는 Let절로 선언되어 있으므로, book과 title의 

Optional character는 ‘1’, author는 ‘?’ 관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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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in Path Expression of $A

   For $B in Path Expression of $B

   For $C in Path Expression of $C

   Where $A/@id = $B and $B = $C/@id

   Return <result>{$A/C, $C/D}</result>

|$A/@id| = 10, |$B| = 5, |$C/@id| = 30

|$A/C| = 10, |$C/D| = 60

|X| = X의 노드의 수

다. 즉, 두 개의 For절과 한 개의 Let절로 구성된 Tuple 

stream의 반복 마다 return절이 한 번씩 수행 될 때, 위

의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 반복마다 book과  

title은 항상 한 번씩 생성되며, author는 생성되지 않

거나 한 번 생성된다.

               [그림 1] XML View의 구조

3.2 분산 환경에서의 조인수행방법

분산 환경에서 조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A 

시스템과 B 시스템과의 조인이 있을 때, 이 조인을 

수행하려면 A 시스템의 데이터와 B 시스템의 데이터가 

같은 시스템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2] 분산조인 수행방법

[그림 2]는 분산 환경에서 조인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

여준다. A와 B는 지역 시스템이며, Mediator는 사용자의 

통합질의를 입력받고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는 A와 B사이에 조인이 존재할 때, A의 데이터

를 B로 이동시킨 후, B에서 조인을 처리하고 최종결과를 

Mediator로 전송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전송되는 

데이터는 조인을 수행하는 데이터와 조인을 만족하였을 

때 최종결과에 반환되어야 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때, 조인비용은 B 시스템에서 A의 데이터와 B의 데이터

를 조인하는 비용이며, 통신비용은 A의 조인을 수행하는 

데이터와 반환해야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이며, 조

인 수행 후에 Mediator로 최종결과를 전송하는 비용이

다.

4장과 5장에서는 조인비용과 통신비용을 계산하는 방

법을 기술한다. 우리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XML View

가 나타내고 있는 모든 노드들의 수를 알 수 있다고 가

정한다.

4. 조인비용

4.1 조인비용 계산

통합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비용은 

조인비용이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SQL에서의 조인비용 

계산하는 방법을 XQuery에 적용하고,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XQuery 질의의 조인비용은 조인연산의 비교횟수로 결

정한다. 예를 들어 $A $B의 조인이 있을 때, 조인비용

은 $A의 노드 수와 $B의 노드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그 

이유는 3.1의 XML View의 특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XQuery의 Where절은 For절에 의한 반복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A $B의 조인비용 : |$A| * |$B|

다음의 예제를 통해 조인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

하는 예를 보인다. [표 4]의 예제는 3개의 A, B, C 지역

시스템의 XML View를 기반으로 작성된 통합 질의이다. 

각 A, B, C 시스템에 대하여 각각 $A, $B, $C를 For절로 

선언하였다.

[표 4] 통합 XQuery 질의의 예

위와 같이 예제 XQuery질의와 각 변수들의 노드 수가 

주어졌을 때, 조인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제 질의의 Where절에 ‘$A/@id = $B and $B = 

$C/@id’와 같이 2개의 조인이 있다. 이 중 첫 번째 조

인인 ‘$A/@id = $B’의 조인비용을 계산한다. 

조인비용 = |$A/@id| * |$B| = 10 * 20 = 200

$A/@id의 노드 수와 $B의 노드수를 곱하여 위와 같이 

조인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4.2 조인 결과의 크기

조인비용을 결정한 후, 그 다음은 조인을 만족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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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쪽 노드가 ID(Key)일 때.

  - $A/text() = $B/@id

      - Join Selectivity (js) = 1/|id| = 1/|$B/@id|
2. A,B가 모두 ID일 때.

  - $A/@id = $B/@id

  - Join Selectivity (js) = 1/max(|$A/@id|,|$B/@id|)

3. A,B가 모두 ID가 아닐 때.

  - $A/text() = $B/text()

  - Join Selectivity (js) = 1/max(|$A|,|$B|)

과의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 조인을 수

행하기 위해서 현재 조인을 만족하는 노드와 그와 같이 

반환해야하는 노드들을 다음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인 결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조인 선택

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SQL에서의 방법을 적용한 것이

며, [표 5]에 기술되어 있다[9]. 

[표 5] 조인 선택치의 3가지 계산방법

$A $B의 조인 선택치는 표 5의 세 가지 경우를 고려

하여 결정한다. |$A|와 |$B|의 조인 선택치를 JSab로 표

현한다. $A $B의 조인 결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

산한다. 

|$A $B| = JSab * |$A| * |$B|

다음의 예제를 통해 조인결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을 적용하는 예를 보인다. [표 4]의 예제 질의에서  

'$A/@id = $B'의 조인 결과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설

명한다. $A와 $B의 JSab는 [표 5]의 첫 번째 경우에 속하

므로  1/|$A/@id|의 값으로 결정된다. 

|$A/@id $B| = JSab * |$A/@id| * |$B| 

             = 1/10 * 10 * 5 = 5

 5. 통신비용

통합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두 번째 비용은 

통신비용이다. 통신비용은 조인을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

의 크기로 결정된다. 우리는 XML View에서 공개하는 노

드들의 수를 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통신비용은 노드

의 수로 결정한다. 통신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용 = A + X

X = |NJjoin| + |NRjoin|

NJ = 조인을 수행하는 노드

NR = 반환해야하는 노드

NJjoin = NJ중에서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노드

NRjoin = NR중에서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노드

A는 통신을 연결하기 위한 초기 시간이며, X는 전송되

는 노드의 수이다. 하지만 A의 값은 극히 적은 시간이므

로 A는 0으로 가정한다. X는 NJjoin의 수와 NRjoin의 수의 

합으로 결정한다. [그림 3]은 NJ와 NR과의 관계를 보여

주며, 이 관계는 XML View를 이용하여 알 수 있다. NJ는 

조인을 수행하는 노드이며, NR은 통합질의의 Return절에 

속한 변수가 지정하는 노드이다. 이 두 노드는 통합질의

의 조인을 수행하고 최종 결과를 생성할 때, 필요한 노

드들이므로 전송이 필수적인 노드들이다. 첫 번째 조인

을 하기위해 전송되는 X의 값을 결정할 때, NJ와 NR의 

합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첫 번째 조인을 수행한 다음은

NJ와 NR중에서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X로 결정한

다. 그 값은 NJjoin과 NRjoin으로 표현하며, [그림 3]과 같

이 표현된다. 다음은 이 값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한

다.

[그림 3] NJ와 NR의 구조

NJjoin은 4.2절에 기술된 조인 결과의 크기로 구하고 

NRjoin은 NJjoin의 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NRjoin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NJ와 NR은 XML View에서 For절

이나 Let절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각각 

Optional character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표 6]과 같

이 NJ와 NR의 Optional character에 따라 네 가지 경우

로 나눌 수 있다.

[표 6] NR 측정 방법의 4가지 경우

❍ Case 1 - 1 : 1

  ▪ NJ : For, NR : For

  ▪ NRjoin = NJjoin

❍ Case 2 - 1 : ?

  ▪ NJ : For, NR : Let

  ▪ |NRjoin|= |NR| * |NJjoin|/|NJ|

❍ Case 3 - ? : 1

  ▪ NJ : Let, NR : For

  ▪ NRjoin = NJjoin

❍ Case 4 - ? : ?

  ▪ NJ : Let, NR : Let

  ▪ Min : |NRjoin| = 0

  ▪ Max : |NRjoin|= |NR| * |NJjoin|/|NJ|

  ▪ NRjoin = (Min + Max)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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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은 NJ와 NR가 모두 For절로 선언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tuple stream의 반복마다 NJ와 NR가 모두 한 

번 생성되므로, NRjoin은 NJjoin의 수와 같다. Case 2는NJ

는 For절, NR는 Let절로 선언된 경우이므로, tuple 

stream의 반복마다 NJ는 한번, NR는 존재하지 않거나 한

번 생성된다. 이 경우는 NJ에 대한 NR의 비율을 명확하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NJ가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NJjoin|/|NJ|)을 NR에 적용하여 |NRjoin|를 구한다. Case 

3은 NJ가 Let절, NR이 For절로 선언된 경우이므로, 

tuple stream의 반복마다 NJ는 존재하지 않거나 한번 생

성되고, NR는 한번 생성된다. 이 경우는 NJ가 조건을 만

족하는 경우 NR는 항상 있으므로, NJjoin의 수만큼 NRjoin

도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Case 4는 NJ와 NR가 모두 Let

절인 경우이므로, tuple stream의 반복마다 NJ와 NR가 

각각 존재하지 않거나 한번 나타난다. 이 경우는 NJ와 

NR가 모두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두 연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경우의 평균값으로 NRjoin값

을 추정한다. 

6. 결론

우리는 통합 XQuery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는 조인비용과 통신비용을 측정하는 방

법을 제안했다. 기존의 SQL의 방법을 XQuery에 적용하

고, 테이블과 XML과의 구조적인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문

제점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의 기여는 XQuery에 대하여 

조인비용과 통신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의 향후연구는 통합질의의 실행계획을 생성할 때 위의 

두 비용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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