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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자 거래에 있어 XML로 기술된 데이터가 증가하고, 이로부터 효율적인 질의 처리를 수행하는 기능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의 처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XML 질의 결과를 캐쉬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 

데 XML 질의 캐쉬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캐쉬 교체 기법이 요구된다. 기존의 XML 캐쉬 교체 

기법에는 질의 결과를 교체 단위로 하는 방법과 질의 결과 내의 각 경로들을 교체 단위로 하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간단한 운용이 가능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두번째 방법은 첫번째 방법에 비해 효율적이지만 

교체 단위 크기의 차이가 커서 캐쉬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두 방법의 단점을 해 

결하기 위해 XML 질의 결과 내의 모든 엘리먼트를 교체 단위로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교체 단위의 크 

기가 작고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의 차이도 작으므로 새로 캐쉬에 추가할 데이터의 크기보다 과도하게 큰 희 

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교체 후 캐쉬 내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작아지게 되어 캐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 

킬 수 있는 방법이다. 캐쉬 적중 빈도, 최근 접근 시간, 인출 지연 시간,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 XML 시 

맨틱 영역 내의 엘리먼트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한 교체 함수를 바탕으로 

하는 XML 시맨틱 캐쉬 교체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적용한 XML 시맨틱 캐쉬 시스템 

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실제 LAN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XML 캐쉬 교체 기법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XML 시맨틱 캐쉬 교체 기법이 더욱 효율적이었다.

ABSTRACT

In e-business, XML is a major format of data and it is essential to efficiently process queries against 
XML data. XML query caching has received much attention for query performance improvement. 
In employing XML query caching, some efficient technique of cache replacement is required. The 
previous techniques considered as a replacement unit either the whole query result or the path in 
the query result. The former is simple to employ but it is not efficient whereas the latter is more 
efficient and yet the size difference among the potential victims is large, and thus, efficiency of 
caching would be limi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technique where the element in the 
query result is a replacement uni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techniques. The proposed 
technique could enhance the cache efficiency to a great extent because it would not pick a victim 
whose size is too large to store a new cached item, the variance in the size of victims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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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and the unused space of the cache storage would be small. A technique of XML semantic 
cache replacement is presented which is based on the replacement function that takes into account 
cache hit ratio, last access time, fetch time, size of XML semantic region, size of element in XML 
semantic region, etc. We implemented a prototype XML semantic cache system that employs the 
proposed technique, and conducted a detailed set of experiments over a LAN environment.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our proposed technique outperformed the previous ones.

키워드 : 전자 거래, XML, XML 질의처리, XML 시맨틱 캐쉬 캐쉬 교체, 웹 캐슁

e-business, XML, XML query processing, XML semantic cache, cache replacement, 
web c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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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 거래에 있어 XML로 기술된 데이터 

가 증가하고, 이로부터 효율적인 질의 처리 

를 수행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자 거래와 같은 XML 데이터베이스 기반 

웹 응용 (XML database -backed Web application) 

을 지원하기 위한 다층 구조(multi-tier 

architect典)에서 더 좋은 질의 처리 성능의 

기준으로 XML 데이터베이스 접근 요청에 

대한 빠른 응답 시간을 들 수 있다. 이를 위 

한 대표적 기술이 웹 캐슁으로, 응용에서 자 

주 사용 될 것이라 판단되는 데이터를 중간 

층에 캐쉬해 둠으로써 질의 처리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XML 질의 결과의 캐쉬 

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는데, XCacher 

[1]는 시맨틱 영역을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 

는 시맨틱 캐쉬 기법을, ACE-XQ[2]는 시맨 

틱 영역을 XML 문서 형식으로 디스크에 저 

장하는 시맨틱 캐쉬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들 캐쉬 기법이 실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캐쉬 교체 기법이 필요하다. 

XCacher에서는 캐쉬된 내용의 하부 트리를 

교체 단위로 하고 캐쉬 교체 희생자 선택을 

위한 교체 함수로는 LRU를 사용하였다[1]. 

이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캐쉬의 효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ACE-XQ의 캐쉬 교체 

기법 [3,4] 에서는 XQueiy 결과가 가질 수 있 

는 모든 경로를 교체 단위로 하였다. 그리고 

각 경로의 적중 빈도 인출 지연 시간, 객체 

크기, XML 문서 크기를 교체 함수에서 참 

조하였다. 따라서 XQueiy 결과 전체를 교체 

단위로 하는 것 보다 좋은 효율을 보인다. 

하지만 교체 단위 크기의 편차가 커서 캐쉬 

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XML 질의어로 표현되는 질의 

결과인 XML 시맨틱 영역을 캐쉬하는 XML 

시맨틱 캐쉬의 효율적인 교체 기법에 관한 

것이다. XML 시맨틱 캐쉬의 효율적인 교체 

를 위하여 XML 시맨틱 영역 내의 모든 엘 

리먼트를 교체 단위로 하는 새로운 교체 기 

법을 제시한다. 이는 XQueiy 결과 전체를 교 

체 단위로 할 경우와 XQueiy 결과 내의 모 

든 경로를 교체 단위로 할 경우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다. 제시하는 기 

법의 장점은, 캐쉬에 새로 추가할 데이터의 

크기보다 과도하게 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교체 후 캐쉬 내에 미사용 공간이 작 

기 때문에 캐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캐쉬 교체를 위해서는 희생자 선택을 위 

한 교체 함수가 필요하다. 기존의 일반적인 

웹 캐쉬 교체 기법에는 단순히 하나 이상의 

요소(객체의 최근 접근 시간, 사용 빈도 크 

기 등)를 사용해서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는 

키 기반 정책이 있고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는 함수 기 

반 정책이 있다. 키 기반 정책으로는 LRU, 

LRU-MIN[6], LRU-threshold[6], L0G2- 

SIZE[6], HyperC[기가 있고 함수 기반 정책 

으로는 GDS[8], PGDS[9], GD*[10],  

SLRU[11], LRV[12], LNC-R-W3E13], LUV[14], 

Hybrid[15], Mix[16]가 있다. 이들 캐쉬 교체 

기법은 객체를 사용한 시간, 객체의 크기, 객 

체의 사용 빈도 인출 지연 시간, 캐쉬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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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XML 질의 

캐쉬 교체 기법으로 ACE-XQ[3,4]에서는 

XQuery 결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교체 단위로 할 경우에 적합하도록 객체의 

사용 빈도 인출 지연 시간, 각 경로의 크기, 

XQuery 결과의 크기를 고려한 교체 함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XML 질의 캐쉬 

교체에서 엘리먼트를 교체 단위로 할 경우 

의 새로운 교체 함수도 제시한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엘리먼트 교체 기법에서는 캐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XML 시맨틱 영 

역의 크기와 영역 내의 엘리먼트 크기를 모 

두 고려한다. 즉, XML 시맨틱 영역 내의 모 

든 엘리먼트를 교체 대상으로 하는 XML 

시맨틱 캐쉬 교체 기법에 적합하도록 적중 

빈도, 최근 접근 시간, 인출 지연 시간,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 XML 시맨틱 영 

역 내의 엘리먼트 크기를 이용하여 희생자 

를 선택하는 교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캐쉬 교체 단위인 각 엘리먼트의 정보 

뿐만 아니라 그 엘리먼트가 속한 XML 시 

맨틱 영역의 크기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더 

높은 캐쉬 효율을 얻기 위한 것이다. 본 논 

문에서 제시하는 캐 쉬 교체 함수는 LRFF- 

LS라 명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XML 시맨틱 영역 

내의 엘리먼트를 캐쉬 교체 단위로 사용하 

고，이에 적합한 교체 함수를 사용하는 엘리 

먼트 교체 기법을 적용시킨 XML 시맨틱 

캐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 

였다. 이 시스템의 핵심 모듈은 캐쉬 교체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CruseXQ라고 명명 

하였으며 응용 서버 및 웹 서버와 연동한

〈그림 1〉LAN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CruseXQ가 

포함된 다층 구조

다. 구현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실세계 수 

준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제 LAN 환경에 

서 동작하도록 하였다. CraeXQ가 동작하 

는 환경은 간략히 나타내면〈그림 1〉과 같 

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험을 통해 

ACE-XQ[3,4]의 교체 기법인 전체 교체 

(Total Replacement)-2} 부분 교체 (Partial 

Replacement)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엘리 

먼트 교체 기법과 비교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XML 시맨틱 캐쉬의 효율 

적인 교체를 연구함으로써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XML 질의 결과를 캐쉬하는 시스템에 

서 질의 처리의 성능을 향상(캐쉬 적 

중률 향상 및 질의 처리 시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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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교체 기법으로 XML 시 

. 맨틱 영역 내의 엘리먼트를 교체 단 

위로 사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이용 

하여 캐쉬 교체를 수행하는 엘리먼 

트 교체 기법을 제시하였다.

• 제시된 기법을 적용한 CruseXQ를 

제시하고, 이 모듈을 적용한 프로토 

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여 실제 LAN 

환경에서 성능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 

다.

• 제시한 기법은 전자 거래와 같은 실 

제 웹 응용 환경에서 향상된 질의 

처리 성능을 보이는 XML 캐쉬 시 

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본 논문과의 차 

이점을 기술한다. 3절에서는 XML 시맨틱 

캐쉬 기법의 바탕을 이루는 XML 시맨틱 

영역에 대해서 설명한다. 4절에서는 새로 

운 XML 시맨틱 캐쉬 교체 기법으로서 

엘리먼트 교체 기법을 제시하고, 기존 연 

구에서 제시한 교체 기법들과 비교한다. 5 

절에서는 CruseXQ의 구조와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시스템 

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한 후, 구현 

된 시스템으로 실제 LAN 환경에서 본 논 

문에서 제시한 기법과 기존 기법과의 성 

능을 실험을 통해 비교 평가한 결과를 기 

술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내용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시맨틱 영역이란 XML 데이터에 대한 질 

의 결과이다. [1 기에서는 시맨틱 영역에 대 

한 캐쉬 교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고 XML 질의 캐쉬 교체 기법에 관해서는 

[1,3,4]에서 연구 되었다. 또한 XML 시맨 

틱 캐쉬 교체 기법에서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한 교체 함수가 필요하고 교체 함수로는 

객체의 사용 빈도 사용 시간, 크기를 이용 

하는 기존의 웹 캐쉬 교체 함수 또는 3 4] 

에서 제시한 XML 캐쉬 교체 함수 등이 있 

다. 대표적인 웹 캐쉬 교체 함수는 [6-16,18] 

에서 연구되었고, [19]에서는 웹 캐쉬에서 

교체 함수에 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1]의 기법에서는 XQueiy 결과에서 캐쉬 

에 추가될 내용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캐쉬 

의 내용을 나타내는 정의를 재구성한다. 재 

구성된 정의 내에서 하부 트리로 나타내어 

지는 부분을 캐쉬 교체 단위로 하고 희생자 

를 선택하기 위한 교체함수로는 LRU를 사 

용하였다. 이 방법에서 교체 단위의 개수는 

적고 크기는 크다. 따라서 희생될 교체 단위 

의 크기가 추가될 XQuery 결과 크기보다 현 

저히 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캐쉬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성능 저하의 원 

인이 된다.

[3, 4]에서는 캐쉬 교체의 단위로 XQuery 

결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사용하고 

적절한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각 

경로의 사용 빈도 인출 지연 시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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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Query 결과의 크기를 사용하였다. 이는 

XQuery 결과 전체를 교체 단위로 하는 것에 

비해 교체 단위의 개수가 많고 크기가 작아 

서 높은 적중률을 나타낸다. 그러나 교체 단 

위마다 크기의 차이가 크고 가장 큰 크기의 

교체 단위 크기와 XQuery 결과가 가지는 크 

기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XQuery 결과 내의 경로 중 하나의 경 

로가 XQueiy 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 경로가 희생자로 선택될 경우 XQuay 

결과 전체를 희생자로 선택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XML 캐쉬의 효율적인 교체를 위해 교체 

희생자의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3,4]에서 

는 XQuery 결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로 

를 교체 단위로 할 경우 효율적인 교체 함 

수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웹 캐쉬 교체 함수 

도 XML 캐쉬 교체에 적용할 수 있다. [19] 

에서는 기존의 각 교체 함수의 성능을 비교 

하였다. 간단한 것으로 웹 캐쉬 교체 함수에 

서 가장 많이 쓰는 정책으로는 가장 최근에 

사용한 객체를 보호하고 가장 오래전에 사 

용한 객체를 희생자로 선택하는 LRU가 있 

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객체를 보호하 

고 가장 적게 사용한 객체를 희생자로 선택 

하는 LFU(Least Frequently Used)가 있다. 

그리고 캐쉬에서 크기가 큰 객체를 가장 먼 

저 희생자로 선택하는 SIZE[7] 방법이 있다. 

그러나 사용 시간, 사용 빈도 객체 크기 각 

각의 요소 하나만으로는 높은 효율을 보장 

하는 교체 희생자 선택이 어렵다. 이 세가지 

요소 이외에 몇몇 다른 요소(인출 지연 시 

간 캐쉬 여유 공간 등)들을 적절하게 혼합 

하여 사용함으로써 캐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교체 희생자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에 

는 단순히 하나 이상의 요소를 사용해서 교 

체 희생자를 선택하는 기 기반 정책이 있고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교체 희생 

자를 선택하는 함수 기반 정책 이 있다.

키 기반 정책으로는 LRU-MIN[6], LRU- 

threshold [6], LOG2-SIZE[6], Hyper-이기가 

있다. LRU-MIN, LRU-threshold, LOG2-SIZE 

방법은 LRU 방법에 객체 크기의 요소를 고 

려한 것이다. HypeLG는 캐쉬에서 객체의 

적중 빈도와 최근 접근 시간을 고려한 것이 

다.

함수 기반 정책으로는 GreedyDual 

Algorithm[18], Size Adjusted LRU (SLRU) 

[11], Least Relative Value (LRV)[12], Least 

Normalized Cost Replacement for the Web 

(LNC-R-W3)[13], Least Unified Value 

(LUV)[14], Hybrid[15], Mix[16] 등이 있다. 

GreedyDual Algorithm에는 GreedyDual Size 

(GDS)[8], Popularly-A ware GreedyDual Size 

(PGDS)[9], GreedyDual*  (GD*)[1  이가 있다. 

GDS는 객체를 사용한 시간과 객체의 크기 

를 고려한 것이다. PGDS는 GDS를 확장한 

것이고 GD* 는 PGDS를 확장한 것으로 객 

체를 사용한 시간과 객체의 크기, 객체의 사 

용 빈도를 고려한 것이다. SLRU는 LRU를 

기본으로 하고 객체의 크기를 고려한 것이 

다. LRV는 광범위한 통계적 해석을 수행하 

는 함수이고 LNC-R-W3은 LRU-K[20](최 

근 K번째 참조된 시간에 의해서 가치를 평 

가하는 방법)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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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와 일관성을 통합한 것이며, LUV는 

LRU의 장점과 LFU의 장점을 가지는 방법 

이고 Mix는 Hybrid 방법을 확장한 것으로 

객체에 최근에 접근한 시간의 의미를 추가 

한 것으로 이는 객체를 사용한 시간과 객체 

의 크기, 객체의 사용 빈도를 고려한 것이 

다. 또한 Hybrid는 접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객체의 크기와 객체의 

사용 빈도를 고려한 것이다.

[1,3,4] 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XML 질의 결과 내의 모 

든 엘리먼트를 교체 단위로 하고 이에 적합 

한 교체 함수를 사용하는 교체 기법을 제시 

한다. XML 질의 결과 내의 모든 경로를 교 

체 단위로 할 때보다 XML 질의 결과 내의 

모든 엘리먼트를 교체 단위로 하면서 교체 

단위의 개수는 더욱 많아지고 교체 단위의 

크기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교체 단 

위 크기의 차이가 작아서 캐쉬에 새로 추가 

할 데 이터의 크기보다 과도하게 큰 교체 단 

위를 희생자로 선택하는 경우를 피한다. 또 

한 기존의 여러 가지 웹 캐쉬 교체 함수 및 

[3, 4] 의 교체 함수는 XML 질의 결과 내의 

모든 엘리먼트를 교체 단위로 하는 엘리먼 

트 교체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 기 

존의 웹 캐쉬 교체 함수를 적용시키기 위해 

서는 엘리먼트를 사용한 시간과 사용 빈도 

인출 지연 시간 외에 엘리먼트의 크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XML 시맨틱 영역 

의 크기를 교체 함수에서 고려하면 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희생자 엘리 

먼트를 선택할 때 선택된 엘리먼트가 자주 

사용될 수 있는 XML 시맨틱 영역에 포함 

되는 경우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와 영 

역 내의 엘리먼트 크기를 모두 적용하는 

XML 시맨틱 캐쉬 교체 함수인 LRFF-LS를 

제시한다. LRFF-LS은 객체 사용 빈도 최근 

접근 시간, 인출 지연 시간, XML 시맨틱 영 

역의 크기, XML 시맨틱 영역 내의 엘리먼 

트 크기를 사용하여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 

한 것이다.

3. XML 시맨틱 영역

XML 시맨틱 영역이란 XPath 등의 XML 

질의어로 표현되는 질의 결과의 하위 경로 

까지 모두 포함한 영역을 말한다. 본 논문에 

서 캐쉬에 저장되는 단위는 XML 시맨틱 

영역이다〈그림 2〉와〈그림 3〉은 XML 시맨 

틱 영역의 예이다. 여기서 사용된 문서는 영 

화 문서로〈그림 2〉에서는 경로에 따른 XML 

시맨틱 영역을 보여준다. 영역 1은 7영화 

/감독으로 정의된 XML 시맨틱 영역이고 

영역 2는 7영화/평가'로 정의된 XML 시맨 

틱 영역이다. 각 영역은 XML 시맨틱 영역 

정의의 하위 경로(subtree)를 포함한다.〈그 

림 3〉은 인스턴스에 따른 XML 시맨틱 영역 

을 보여준다. 영역 1은 7영화/주연[/배우/ 

사람/이름 = "배우 A”]'로 정의된 XML 시 

맨틱 영역이고 영역 2는 7영화/주연[/배우 

/사람/이름 = "배우 C”]'로 정의된 XML 시 

맨틱 영역이다. 각 XML 시맨틱 영역은 하 

위 경로가 같더라도 최종 노드의 인스턴스 

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이 된다. 그리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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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르게 정의된 XML 시맨틱 영역이라도 

〈그림 3〉의 경우처럼 중복되는 영역이 발생 

할 수 있다.

XML 시맨틱 캐쉬에 이미 존재하는 

XML 시맨틱 영역 이외에 캐쉬 미스되어 

하부 소스로부터 제공되는 XML 시맨틱 영 

역은 XML 시맨틱 캐쉬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된다. 이때 추가될 XML 시맨틱 

영역은 기존의 XML 시맨틱 영역과 겹쳐지 

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혀 다른 XML 

시맨틱 영역일 수도 있다. 전혀 다른 XML 

시맨틱 영역이 추가될 경우에는 기존의 

XML 시맨틱 영역에 추가될 XML 시맨틱 

영역을 추가하여 최종 결과를 만든다. 그러 

나 추가될 XML 시맨틱 영역이 기존의 

XML 시맨틱 영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 

는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 즉, 겹치는 부분 

을 어느 XML 시맨틱 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XML 시맨틱 영역의 

분할 방법이 분류된다.〈그림 4>는 세가지 

XML 시맨틱 영역 분할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4〉의 (a)는 기존에 영역 1이 존재할 

때 영역 2가 추가되는 상황을 나타낸다.〈그 

림 4〉의 (b)는 추가될 XML 시맨틱 영역과 

겹쳐지는 영역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면 겹쳐지는 

영역은 영역 3이 되고 나머지 영역은 영역 

2가 된다.〈그림 4〉의 (c)는 추가될 XML 시

(경로에 따른 영역)

〈그림 2> XML 시맨틱 영역의 예

(인스턴스에 따른 영역)

〈그림 3> XML 시맨틱 영역의 예

〈그림 4> XML 시맨틱 영역 추가 시 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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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틱 영역에서 기존 XML 시맨틱 영역과 

겹치지 않는 영역만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면 겹치지 않는 부분 

만 영역 2가 된다.〈그림 4〉의 (d)는 기존 

XML 시맨틱 영역에서 추가될 XML 시맨 

틱 영역과 겹치는 영역을 제거하고 추가될 

XML 시맨틱 영역은 원형을 추가하는 방법 

으로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부 

분이 영역 2가 되고 기존 영역 1에서 겹치 

는 부분을 제외한 영역이 영역 1이 된다.

4. XML 시맨틱 캐쉬 교체

XML 시맨틱 캐쉬의 효율적인 교체를 위 

해서는 어떠한 교체 단위를 사용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어떠한 교체 함수를 적용할 것인 

지를 고려해야 한다. 교체 단위로는 기존 연 

구［3.4］에서 XQuery 결과 전체를 캐쉬 교체 

단위로 사용하는 전체 교체 (Total Replacement, 

TR)와 XQueiy 결과가 가지는 모든 경로를 

캐쉬 교체 단위로 사용하는 부분 교체 

(Partial Replacement)가 제시되었다. 이들 중 

부분 교체는 XML 질의 결과의 구분 가능

! region2
regicnl 1 一

region3

region4 ；-------------------------- 1 .,
.... regions― '
regions ; region?

〈그림 5> 전체 교체에서 교체 단위의 예 

한 경로를 교체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경로 

교체(Path Replacement)라고 명명해도 된다. 

본 절에서는 기존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엘리먼트 교체 (Element Replacement, 

ER)를 제시한다. 그리고 엘리먼트 교체를 

사용할 경우 캐쉬된 데이터의 적절한 통계 

치를 이용한 교체 함수로 LRFF-LS를 제시 

한다.

4.1. 전체 교체와 경로 교체

전체 교체는 XQueiy 결과 전체를 캐쉬의 

교체 단위로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교체 

단위의 개수가 적고 그 크기가 크다. 따라서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해 모든 교체 단 

위에서 교체 희생자 선택을 위한 교체 함수 

를 적용해야 하는데, 교체 단위의 개수가 적 

기 때문에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한 연 

산을 짧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그림 5> 

는 전체 교체에서 교체 단위의 예를 보여준 

다. Region 1〜7은 시맨틱 영역이다. 캐쉬 내 

에서 교체가 필요할 때 이 영역 중에서 하 

나를 희생자로 선택한다. 여기서 시맨틱 영 

역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캐쉬의 여유 공간 

이 부족하다고 하자. 캐쉬 내에서 하나의 시 

맨틱 영역이 교체될 것이다. 교체될 시맨틱 

영역의 크기가 추가될 시맨틱 영역의 크기 

보다 과도하게 크다면 교체 후 캐쉬 내에는 

캐쉬의 미사용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된다. 또 

한 크기가 큰 시맨틱 영역이 교체됨으로써 

질의되는 시맨틱 영역과 부분적으로 적중될 

수 있는 경우가 적어지게 된다. 즉, 교체 단 

위의 크기가 다양하고 크므로 캐쉬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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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로 교체에서 교체 단위의 예

활용률이 낮아진다.

전체 교체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尘로 

XQuery의 질의 결과 내의 모든 경로를 교체 

단위로 하는 경로 교체가 제시되었다. 이는 

전체 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체 단 

위의 개수가 많아지고 크기는 작아지게 된 

다.〈그림 6〉은 전체 교체에서 교체 단위의 

개수가 적고 크기가 크므로 인해서 나타나 

는 문제점을 해결한 경로 교체에서 교체 단 

위의 예를 보여준다. Region 1〜4는 시맨틱

영역이다. 그리고 시맨틱 영역 내의 원형 객 

체는 시맨틱 영역 내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나타낸다. 캐쉬 내에서 교체가 필요할 때 각 

시맨틱 영역 내의 모든 경로들 중에서 하나 

의 희생자를 선택한다. 희생자의 크기가 작 

.QFL룬—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추가될 시맨틱 

영역의 크기보다 과도하게 큰 객체가 교체 

되지 않아 캐쉬 공간의 활용률을 높이게 된 

다. 그러나 교체 단위 크기의 차이가 커서 

캐쉬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 

〈표 1> XML 질의 결과가 포함하는 구분 가능한 모든 경로와 크기 정보

XML 질의 :，ZPLAY/ACT/SCENE[/SPEECH/SPEAKER = "CLARENCE"]'

XML 질의 결과의 크기 : 165556 Byte

XML 질의 결과 내의 구분 가능한 경로 경로가 포함하는 데이터의 크기 (Byte)

/PLAY/ACT/SCENE/TITLE 922

/PLAY/ACT/SCENE/SPEECH/SPEAKER 24,018
ZPLAY/ACT/SCENE/SPEECHZLINE/STAGEDIR 1,162
/PLAY/ACT/SCENE/SPEECH/LINE 133,765
/PLAY/ACT/SCENE/SPEECH/STAGEDIR

/PLAY/ACT/SCENE/STAGEDIR 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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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살 

펴보자.〈표 1〉은 셰익스피어 희곡 문서를 

원본 데이터로 하는 XML 질의 결과의 구 

분 가능한 경로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경로의 크기는 

133,765 By財]다. 이 경로가 가지는 크기는 

전체 XML 질의 결과의 크기 중 80% 이상 

을 차지한다. 반면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는 

경로의 크기는 922Byte로 XML 질의 결과 

중 055%에 불과하다. 즉, 경로가 가지는 크 

기가 최대 145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캐쉬 희생자를 선택할 때 새로 추가될 데이 

터의 크기보다 과도하게 큰 희생자가 선택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2. 엘리먼트 교체

본 절에서는 전체 교체와 경로 교체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XPath 등의 XML 질 

의어로 표현되는 질의 결과의 XML 시맨틱 

영역 내의 모든 엘리먼트를 교체 단위로 하 

는 교체 기법인 엘리먼트 교체를 제시한다. 

〈그림 7〉은 엘리먼트 교체에서 교체 단위의 

예를 보여준다. 이는〈그림 3〉의 영역 1인 7 

영 화/주연 [/배 우/사람/이름 = “배우 A”]' 로 

정의된 XML 시맨틱 영역이다. 이 XML 시 

맨틱 영역에서 구분 가능한 경로는 7영화/ 

주연/배우/사람/이름과，/영화/주연/배우/ 

사람/내용' 2개로 나뉘고 각 경로의 크기는 

22Byte, llByte가 된다. 이에 반해 XML 시 

맨틱 영역의 엘리먼트는 트리의 단말 엘리 

먼트(leaf element) 인 EID (Element ID) 5, 6, 

8, 9, 13, 14, 16, 17, 의 8개로 나뉘고, 크기 또 

한 각각 5, 2, 6, 3, 5, 2, 6, 4 Byte가 된다. 

즉, 교체 단위의 개수가 늘어나고, 교체 단 

위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즉, 필 

요 이상으로 크기가 큰 교체 단위가 희생되 

면서 발생하는 효율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 

다.

〈표 2〉는 셰익스피어 희곡 문서를 원본 

데이터로 하는 XML 질의 결과가 포함하는 

모든 엘리먼트 중 최대 엘리먼트 크기와 최 

소 엘리먼트 크기를 보여준다. 여기서 엘리 

먼트의 최대 크기는 164 Byte이고 최소 크기 

는 35 Byte 이다 이에 반해, XML 시맨틱 영 

역의 모든 경로를 교체 단위로 할 때 경로 

의 최대 크기는〈표 1〉에서 보았듯이 133, 

765Byte이고 최소 크기는 922By從이다. 즈 

XML 시맨틱 영역 내의 엘리먼트를 교체 

단위로 함으로써 교체 단위의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의 차이도 

5배 이내가 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크기가 

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교체 후에도 캐

〈그림 7> 엘리먼트 교체에서 교체 단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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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丑 2〉XML 질의 결과가 포함하는 엘리먼트의 최대/최소 크기

XML 질의 : 7PLAY/ACT/SCENE[/SPEECH/SPEAKER= "CLARENCE”]'

XML 질의 결과의 크기 : 165,956 Byte

XML 질의 결과 내의 엘리먼트 최대크기 164 Byte

XML 질의 결과 내의 엘리먼트 최소크기 35 Byte

〈표 3> 경로 교체와 엘리먼트 교체의 개수와 평균 크기

XML 질의 : '/PLAY/ACT/SCENE[/SPEECH/SPEAKER= "CLARENCE”]'

XML 질의 결과의 크기 : 165956 Byte

경로 교체
교체 단위 개수 6 개
교체 단위 평균 크기 27,660 Byte

엘리먼트 교체
교체 단위 개수 1,660 개
교체 단위 평균 크기 100 Byte

쉬 내의 미사용 공간도 작아지게 된다.

엘리먼트 교체와 같이 개수가 많고 크기 

가 작은 교체 단위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부담으로 다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한 연산을 수행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경로 교체와 엘리먼트 교체에서 희생자 

선택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자.〈표 3〉은 각 

교체 기법에서 사용하는 교체 단위의 개수 

와 평균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경로 

교체에서 20,000Bg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 

기 위한 희생자 제거 시간을 계산하면 다음 

과 같다. 6개의 교체 단위 중 1개를 선택하 

고 선택된 희생자 1개만 희생되어도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1개의 

희생자를 교체하면 된다. 즉, 6개 중 1개를 

선택하고 이를 캐쉬에서 삭제하면 된다. 엘 

리먼트 교체에서는 좀 더 복잡하다. 20,000 

Byte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 

어도 200개 이상의 희생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대상도 경로 교체에 

비해 270배 정도 많다. 즉 1,660개의 교체 대 

상 중 200개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 경로 교 

체에 비해 매우 많이 든다. 한편 선택된 희 

생자를 캐쉬에서 제거하는 시간은 경로 교 

체에서의 희생자 제거 시간과 비슷하다. 즉, 

엘리먼트 교체에서는 많은 교체 단위 중에 

서 여러 개를 선택해야 하므로 교체 희생자 

를 찾고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경로 교체보다 엘리먼트 교체에서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고 제거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전체 질의 처리 시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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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교체 기법 간 캐쉬 공간 활용률 비교

는 엘리먼트 교체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엘리먼트 교체로 인한 캐쉬 적중 

률이 경로 교체로 인한 캐쉬 적중률보다 더 

욱 향상되고, 캐쉬 적중률 향상으로 인한 질 

의 응답 시간이 단축되는 시간이 캐쉬 교체 

를 위해 희생자를 선택하고 제거하는 시간 

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부담은 엘리먼트 교체를 사용하면서 

교체 단위인 각 엘리먼트의 희생자 우선 순 

위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캐쉬 저장 공간 

의 일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경로 교체 

에서 각 경로의 교체 희생자 우선순위 정보 

를 유지하기 위해 캐쉬 저장 공간의 1.5%를 

사용하지만, 엘리먼트 교체에서는 캐쉬 공간 

의 6%를 사용한다. 그러나 엘리먼트 교체를 

위한 캐쉬 저장 공간의 일부를 부담하여도 

전체적인 캐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그림 8〉로 알 수 있다.〈그림 8〉에서 

는 캐쉬 크기가 1,000 KB인 XML 캐쉬에서 

캐쉬 공간의 활용률을 보여준다. 경로 교체 

를 사용하였을 때 경로의 희생자 우선 순위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1.5%의 공간을 필요 

로 하지만 교체를 수행하는 동안 캐쉬 여유 

공간은 12% 정도가 된다. 즉, 캐쉬 내에 순수 

XML 데이터를 865%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엘리먼트 교체를 사용하면 엘리먼트의 희생 

자 우선 순위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6%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교체를 수행하는 동안 

캐쉬 여유 공간은 3%에 불과하다. 따라서 캐 

쉬 내의 순수 XML 데 이터를 91% 포함하게 

된다. 즉, 엘리먼트 교체를 사용할 경우 캐쉬 

활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XML 시맨틱 캐쉬 교체 함수

본 절에서는 엘리먼트를 교체 단위로 하 

는 XML 시맨틱 캐쉬 교체에서 적절한 희 

생자를 선택하기 위한 교체 함수를 살펴본 

다. 2절에서는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한 

교체 함수로 웹 캐쉬 교체 함수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웹 캐쉬의 교체에서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한 교체 함수로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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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Count X LastAccessTime X FetchTime
ReplacementFunction : ---------------------------------------------------------- 식 (1)

XMLSemanticeRegionSize X ElementSize

의 사용 빈도 최근 사용 시간, 크기 중에서 

몇 가지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XML 질의 결과 내의 모든 엘리 

먼트를 교체 단위로 사용할 때 XML 시맨 

틱 영역의 크기와 그 영역 내의 엘리먼트의 

크기를 고려 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 

존의 웹 캐쉬 교체 함수에서는 이를 반영하 

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 즉, 기존의 웹 캐쉬 

교체 함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엘리먼트 

를 사용한 시간과 사용 빈도 인출 지연 시 

간 외에 엘리먼트의 크기만을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나 희생자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 선 

택된 엘리먼트가 자주, 사용될 수 있는 

XML 시맨틱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를 줄여 

주기 위해서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를 

교체 함수에서 고려하면 더 좋은 효율을 얻 

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와 영역 내의 엘리먼트 

크기를 모두 적용하는 XML 시맨틱 캐쉬 

교체 함수인 LRFF-LS( Least Recently 

Frequently Fetch - Large Size) 교체 함수를 제 

시한다. 이 교체 함수는 적중 빈도(Hit 

Count), 인출 지연 시간(Fetch Time), 최근 

접근 시간(Last Access Time), XML 시맨틱 

영 역 크기 (XML Semantic Region Size), 

XML 시맨틱 영역 내의 엘리먼트 크기 

(Element Size)를 고려해서 희생 우선 순위 

를 결정한다. 여기서 적중 빈도란 캐쉬의 

XML 시맨틱 영역 또는 XML 시맨틱 영역 

내의 모든 엘리먼트가 얼마나 많이 재사용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XML 질의 결과 중 

재사용된 엘리먼트의 개수 / XML 질의 결 

과 전체가 포함하는 엘리먼트의 개수). 인출 

지연시간이란 캐쉬에 적중되지 않는 데이터 

가 하부 XML 데이터에 질의를 요청하는 

시점부터 그 결과가 캐쉬에 도달하는 데 까 

지 걸리는 시간이다 (데이터 서버에서의 질 

의 수행 시간 + 네트워크 전송 시간). 최근 

접근 시간은 캐쉬의 객체에 가장 마지막으 

로 사용했을 때의 시간이고 객체 크기는 캐 

쉬의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와 각 엘리 

먼트의 크기를 말한다.

LRFF-LS는 교체 희생자 우선 순위를 설 

정하기 위해 식 ⑴을 사용한다. HitCount는 

캐쉬에 해당 객체의 적중 빈도를 의미하며 

캐쉬에서 해당 캐쉬가 제거되면 HitCount는 

‘0’ 이 된다. LastAccessTime은 최근 접근 시 

간이며, 한 객체가 HitCount가 높지만 최근 

접근 시간이 오래되었을 경우 희생자로 선 

택되기 위하여 사용한다. LastAcce勇Time은 

현재 시간에서 현재 시간과 최근 접근 시간 

의 차이를 나눈 값으로 최근 접근 시간이 

오래 되지 않을수록 이 값은 커진다. Fetch 

Time은 인출 지연 시간으로 1/1,000초 

단위로 측정한 값이다.

XMLSemanticR館ionSize는 하부 XML 데 

이터에서 질의 응답된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를 제곱근한 값이며, ElementSize는 

XML 시맨틱 영역 내의 각각의 엘리먼트의 

크기이다. 즉, 이는 적중 빈도가 낮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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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오래된 객체는 다음에 재사용될 확률 

이 낮아 빨리 희생자로 선택된다. 그리고 인 

출 지연 시간이 큰 객체 여］ : 하부 XML 데 

이터에서 질의 수행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객 

체）를 먼저 희생자로 선택하지 않게 해서 

전체 질의 처리 시간을 줄인다. 또한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가 크고 그 중에서도 

XML 시맨틱 영역 내의 엘리먼트 크기가 

큰 객체를 먼저 희생자로 선택하게 하여 크 

기가 작은 객체의 많은 수를 캐쉬에 오래

int[i] selectVictim( Cached Object co, int required size) {

int[i] victim：

int victim size = 0；

object[i] victim order；

victim_orda? *— ReplacementFunction(co): // 식 ⑴ 참조
for i 為부터 캐쉬 여유 공간이 확보될 때 까지 i는 1씩 증가 do 

victim [i] = victim order [i] .element id: 

victim size = + victim order [i]. size: 

if victim size 2 required size then

break；

end if

end for

return victim：

〈그림 9> LRFF-LS 교체 함수를 이용하는 희생자 선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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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HTTP

response request

I Web Server I

application 
response

이) 에 cation 

request

Application Server

probe
逆

2弓墓주萨 

result set -

Query Processor

source 
resutset

remainder 
query

Data Server
Remainder Query Processing

（그림 10） CruseXQ를 적용한 XML 시맨틱 캐쉬 시스템의 구조



226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2권 제3호

남기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LRFF-LS 교체 함수 

와 기존의 웹 캐쉬 교체 함수와의 차이점은 

교체 단위의 크기를 고려한 것뿐만 아니라 

교체 단위가 속한 XML 시맨틱 영역의 크 

기까지 고려한 것이다. 즉, 교체 단위가 속 

한 영역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영역의 객체를 희생자로 선택한다. 따라서 

크기가 작은 XML 시맨틱 영역의 데이터를 

캐쉬에 오래 남겨 두어 데이터 간의 관련성 

을 높인다.

〈그림 9＞는 LRFF-LS 교체 함수를 이용호卜 

여 여러 희생자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다. 

캐 쉬 된 객 체 'co'를 교체 함수에 적용하여 

희생자 우선순위 'victim__order'를 만든다. 

victim_order 에서 희생자 우선 순위를 따 

라 하나씩 희생자의 식별 (victim_order. 

element_id)를 희생자 배열(victim)에 추가 

하고, 각각의 희 생 자의 크기 (victim_ 

order.size)를 전체 희생자 크기 (victim_ 

size)에 누적한다. 그리고 캐쉬에 요구되는 

크기(required_size)와 전체 희생자의 크기 

를 비교하여 전체 희생자의 크기가 캐쉬 

에 요구되는 크기보다 크면 희생자 선택

Replacement 
Victim Selection

XML Semantic Cache

I―Cached Data
丨 Do悟tian

Replacement Manager

Required 
Cache Size

(그림 11) CruseXQ의 내부 구조 

을 중단하고 선택된 희생자 배열을 반환 

하게 된다.

5. 구현 및 성능 평가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구현한 CruseXQ와 이를 적용한 XML 시맨 

틱 캐쉬 시스템 프로토타입의 구현과 이를 

실제 LAN 환경에서 적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체 기법의 성능을 기존의 기법들 

과 실험을 통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를 기술 

한다.

5.1. CruseXQ

〈그림 10〉은 CruseXQ가 적용된 XML 시 

맨틱 캐쉬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응용 서버 

(Application Server)에 XML 질의가 요청되 

면 XML 질의는 CruseXQ의 교체 관리자 

(Replacement Manager)에 전달된다. 질의 처 

리기(Query Processor)는 XML 질의를 주 질 

의 (probe query)와 잔여 질의 (remainder 

query)로 구분하고 주 질의는 캐쉬에서 처 

리하고 잔여 질의는 데 이터 서버 (Data 

&rver) 에서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질의의 결 

과를 전달한다. 이때 잔여 질의의 결과인 소 

스 결과셋 (source resultset)은 CruseXQ의 교 

체 관리자에 전달되고, 이전에 전달받은 

XML 질의 정보와 소스 결과셋을 조합하여 

캐쉬에 추가하게 된다.

〈그림 11〉은 CruseXQ의 내부 구조를 보여 

준다. XML 질의가 요청되면 XML 질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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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eXQ에서 XML 시맨틱 영역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잔여 질의의 결과인 소스 결과 

셋은 교체 관리자로 전달된다. 교체 관리자 

는 소스 결과셋이 캐쉬에 추가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캐쉬의 여유 공간이 충분하면 소 

스 결과셋과 XML 질의를 이용하여 XML 

시맨틱 영역의 정의와 내용을 XML 시맨틱 

캐쉬 (XML Semantic Cache)에 추가한다. 캐 

쉬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캐쉬에서 희 

생되어야 할 크기를 결정하고, 교체 함수와 

교체 기법에 따라 교체 희생자를 선택하여 

XML 시맨틱 캐쉬에서 희생자를 삭제한다. 

그리고 소스 결과셋과 XML 질의를 이용하 

여 XML 시맨틱 영역의 정의와 내용을 

XML 시맨틱 캐쉬에 추가한다.

5.2. 궈현 환경 및 실헐 뎨예톄

CruseXQ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시스템 

에서는 소스 데이터 및 캐쉬된 데이터를 

RDBMS에 저장한다. 그리고 XML 캐쉬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비용의 절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 서버와 응용 서버를 

실제 LAN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였 

다.〈그림 1〉은 이러한 환경을 나타낸 것이 

다. CruseXQ를 적 용한 프. 루-.투-타입 시 스템 에 

서의 실험 목적은 XML 시맨틱 캐쉬 교체 

시스템에서 적중률과 캐쉬 교체 연산 및 교 

체 수행의 부담과 평균 질의 처리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구현 및 실험 환경은 다음 

과 같다. 데이터 서버는 CPU는 Intel Celeron 

2.4 GHz, Memory는 2GB, OS는 Windows 

2(X)0 Server, 개발 도구는 Java 1.4.1, 데이터 

베이스는 Oracle 10g를 사용하였으며, 응용 

서버는 CPU는 Intel Pentium4 3.6 GHz이고 

나머지는 데 이터 서버의 환경과 같다. 본 실 

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셰익스피어 희곡” 

문서 37개 [5] (문서들의 총 엘리먼트 개수 

179,689개, 문서들의 총 바이트 크기 757 MB) 

이다. XML 질의는 XPath로 표현되었다.

5.3. 성능 평가 실험

본 실험에서는 실제 LAN 환경에서 전체 

교체, 경로 교체 및 엘리먼트 교체를 포함하 

는 XML 시맨틱 캐쉬 교체 기법 간의 성능 

을 비교 평가하였다. 즉, ACE-XQ[3,4]의 교 

체 함수를 이용하는 전체 교체 (TR/ACEXQ) 

및 경로 교체 (PR/ACEXQ)와 LRFF-LS 교 

체 함수를 이용하는 본 논문의 엘리먼트 교체 

(ER/LRFF*)  3자 간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 평가의 척도로는 Hit Count Ratio 

(HCR), Hit Byte Ratio(HBR), 캐쉬 교체 

수행 시 희생자가 제거되는 시간(Victim 

Selection and Purge Time, VSPT), 평균 질의 

응답 시간(Average Query Response Time, 

AQRT) 을 사용하였다. HCR는 요청되는 

XML 질의의 모든 엘리먼트들 중에서 캐쉬 

에서 응답되는 엘리먼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HBR는 요청되는 XML 질의 결과 

전체 크기 중에서 캐쉬에서 응답되는 부분 

의 크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VSPT는 

캐쉬 교체가 발생할 때 충분한 캐쉬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체 희생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체 희생자를 삭제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AQR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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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능 척도의 수식

수식

HitCountRatio(HCR)=
I n C； - elemnum 

—------------------------
n i = 1 Qj ' e/emnum

HitByteRatio(HBR)=
1 n C； - byte

——F—----------------
n W Qi - byte

VictiniSelectAndPurgeTime(  VSPT):
1 n

=—27 Q * ReplacementTime 

r i = l

AverageQueryResponseTinie(AQRT)
1 11

=—27 QueryResponseTiine 

r i=i

응용 서버에 수많은 질의가 요청되고 XML 

캐쉬에서 응답되거나 데이터 서버에서 응답 

되어 질의 결과가 최종 응답 될 때까지의 

시간을 평균값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표 4>는 위의 다섯가지 결과 값을 얻기 

위한 수식을 나타낸다. 여기서 'Qi'는 1번째 

XML 질의를 나타내고 'Ci'는 1번째 XML 

질의 중 캐쉬에서 응답되는 부분을 의미한 

다. 성능 평가에서 XML 질의의 총 수행 횟 

수는 'n' 이고 XML 질의 수행 중 캐쉬 교 

체가 발생 한 횟수는 'r'이다. 'elemnum'은 

단말 엘리먼트의 개수 byte'는 단말 엘리 

먼트의 크기 , 'ReplacementTime'은 교체를 

수행하는 시간(희생자 선택 및 제거)을 의 

미 한다. 또한 'QueryResponseTTme' 은 응용 

서버에 XML 질의가 주어지고 XML 질의 

결과가 최종 응답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질 

의에 따라 캐쉬에서 응답되거나 데이터 서 

버에서 응답될 수 있다.

5.3.1. 실험 I

본 실험에 사용된 XML 질의는〈표 5〉의 

10가지이고 에 나타내었다. 이들 질의는 3개 

의 트리와 그 서브 트리로 이루어져 있다. 

QI, Q2, Q3은 서로 각각의 트리 이다. 그리 

고 Q4, Q7, Q10은 Q1 의 서브 트리이다 

(Q1-Q4-Q7-Q10). Q5, Q8은 Q2의 서브 

트리이다 (Q2-Q5-Q8). Q6, Q9 는 Q3 의 

서브 트리이다(Q3-Q6-Q9). 즉 Q1-Q10 

순서로 질의가 수행되면 Q1 〜Q3은 하부 

데이터에서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캐쉬에 

저장한다. 그 후 Q4〜Q10은 캐쉬에 저장된 

Q1~Q3에 완전 포함(contained query)되므로 

캐쉬에서 모두 응답된다. 반대로 Q10〜Q1 

순서로 질의가 수행되면 처음 Q10〜Q8은 하 

부 데이터의 값을 얻어 캐쉬에 저장하고 그 

후 Q7〜Q1 은 이전 질의에 부분적으로 중복 

(overlap query)되므로 일부 캐쉬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 완전 포함 질의

〈그림 12〉〜〈그림 15〉는 XML 질의를 Q1 

-Q10 순서대로 수행하였을 때(완전 포함 

질의 수행)의 HCR, HBR, VSPT, AQ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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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능 실험 l°| XML 질의

XML 질의 종류 결과 크기 (Byte)

Q1 /PLAY/INDUCT 28,008

Q2 /PLAY/PERSONAE 53,636
Q3 /PLAT/ACT/PROLOGUE 35,141
Q4 /PLAY/IND UCT/SCENE 25,009

Q5 /PLAY/PERSONAE/PGROUP 15,113
Q6 /PLAT/ACT/PROLOGUE/SPEECH 33,322
Q7 /PLAY/INDUCT/SCENE/SPEECH 24,281
Q8 /PLAY/PERSONAE/PGROUP/GRPD ESCR 4,322

Q9 /PLAT/ACT/PROLOGUE/SPEECH/LINE 31,679
Q10 /PLAY/INDUCT/SCENE/SPEECH/LINE 19,480

을 나타낸 것이다. 캐쉬 공간의 크기가 90 

KB 이하에서 XML 질의가 수행되면서 

교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전체 교체 성능 

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처음에 캐쉬에 저장되는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캐쉬의 크 

기가 110K 이상이면 교체가 발생하지 않 

음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교체 

기법 간의 성능 차이는 없다.

• 부분 중복 질의

〈그림 16〉〜〈그림 19〉는 XML 질의를 Q10 

〜Q1 순서대로 수행하였을 때(부분 중복 

질의 수행)의 HCR, HBR, VSPT, 

AQRT이다. 역시 캐쉬 공간의 크기가 90 

KB 이하에서 XML 질의가 수행 되면서 

교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각 기법 

의 성능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전체 

교체에서 처음에 XML 캐쉬에 저장되는

80.00%

"TR/ACEXQ

、PR/ACEXQ

ER/LRFF-LS

3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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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 Size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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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성능 실험 I -contained query(HBR)〈그림 12〉성능 실험 I -contained query(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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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성능 실험 I -contained query(AQRT)〈그림 14> 성능 실험 丨 -contained query(VSPT)

〈그림 16> 성능 실험 I- overlap query(HCR) 〈그림 17〉성능 실험 I - overlap q니ery(H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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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성능 실험 I - overlap query(VSPT) 〈그림 19> 성능 실험 丨 - overlap query(AQ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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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 ll°| XML 질의

X XML 질의 종류 요청 빈도(%) 결과 크기 (Bg)

Q1 /PLAY/ACT/SCENE/SPEECH/LINE/STAGEDIR 45 28,073
Q2 //SCENE/TITLE 25 52,052
Q3 /PLAY/ACT//TITLE 15 59,660
Q4 /PLAY/ACT/SCENE/SPEECH[/SPEAKER = "CURIO"] 10 593
Q5 /PLAY/ACT/SCENE[/SPEECH/SPEAKER = "Steward"] 5 25,299

XML 시맨틱 영역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 

다. 완전 포함 질의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 

지로 캐쉬의 크기가 110K 이상이면 교체 

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교체 기법 간의 성능 차이는 없 

다. 그러나 평균 응답 시간에서 완전 포함 

질의를 사용할 때보다 부분 중복 질의를 

사용할 때 응답 시간이 약간 느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부분 중복 질의는 질 

의가 요청될 때 마다 항상 하부 데이터 서 

버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요청하기 때 

문이다.

5.3.2. 실험 II

본 실험에서는〈표 9〉의 XML 질의 5 종 

류를 사용하였다. 각 질의마다 요청 빈도의 

차이를 두었으며, 캐쉬의 크기가 40 KB에 

서 100KB까지 20KB씩 증가할 때 각각 

200회의 질의를 수행한다.〈그림 20>,〈그 

림 21〉은 세 가지 교체 기법의 HCR, 

HBR를 비교한 것으로 엘리먼트 교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그림 22〉에서 

는 캐쉬 교체 수행 시 희생자가 제거되는 

시간이 엘리먼트 교체에서 가장 오래 걸 

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엘리먼트 교체에서 교체 수행 시간이 경 

로 교체에서의 그것보다 더 많이 걸리지 

만 전체 질의 응답 시간에서는 엘리먼트 

교체의 질의 응답 시간이 가장 좋다는 것 

을〈그림 23〉에서 보여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전자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핵심 기술의 하나로 XML 데이터에 대한 

질의 처리 성능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XML 시맨틱 캐쉬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나 이 기술의 완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캐쉬 교체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의 교체 기법 연구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캐쉬 교체 단 

위로 XML 시맨틱 영역 내의 모든 엘리먼 

트를 교체 단위로 사용하는 엘리먼트 교체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엘리먼트 교체에 적 

합한 캐쉬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한 교체 함 

수로 각 교체 단위의 적중 빈도 최근 접근 

시간, 인출 지연 시간과 XML 시맨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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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 Size

〈그림 23> 성능 실험 ll(AQRT)〈그림 22〉성능 실험 ll(VSPT)

의 크기, 그 영역 내의 모든 엘리먼트의 크 

기를 이용하여 희생자를 선택하는 교체 함 

수 LRFF-LS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교체 기 

법을 적용하여 XML 시맨틱 캐쉬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실제 LAN 환경에서 

데이터 서버와 응용 서버를 구동하여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엘리먼트 교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의 기법들에 비해 캐쉬 교체 희생자 선택을 

위한 부담은 늘지만 캐쉬의 적중률을 향상 

시킴으로서 전체적인 질의 처리 시간이 크 

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실제 전자 거래 응 

용에 적용하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 

거래 응용에서도 XML 데이터를 엘리먼트 

단위로 접근하고 처리하는 것이 핵심 연산 

중의 하나이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엘리 

먼트 기반의 캐쉬 교체 기법의 적용은 효율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전자 거래의 

소스 데이터가 XML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RDB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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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응용이 요구하는 XML 데이터를 RDB 

로부터 XML 뷰로 출판하게 되는데 이때의 

XML 뷰를 실체뷰로 저장하면 시맨틱 캐쉬 

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시맨틱 캐쉬 교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RDB로부터 XML 실체뷰를 구성할 

때 수행되는 엘리먼트 관련 처리로부터 캐 

쉬 교체를 위한 통계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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