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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 까지 무선 데이터 방송에서 트랜잭션을 효율 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한 연구들이 꾸 히 진행

되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트랜잭션 처리방법과 달리 특수한 환경인 군 작 환경의 무선 데이터 

방송에서 요구되는 트랜잭션 처리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군 작 환경에서는 일정 시간동안 일부 

데이터에 편향되어 근하는 무수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기 

하여, 클라이언트 특성에 맞는 우선순 를 부여하고 검증 차 이 에 우선순  비교를 수행한다. 그리

고 우선순 가 높은 클라이언트를 먼  검증함으로써, 군 작 에서 요한 클라이언트의 트랜잭션 

abort율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1. 서론

   모바일 컴퓨  기술의 부신 발 과 함께 무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무선 데이터 통신 분

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 까지 

무선 데이터 방송환경에서 효율 인 트랜잭션 처리

기법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 논문에

서는 기존의 트랜잭션 처리방법과 달리 특수한 환경

인 군 작 환경의 무선 데이터 방송에서 요구되는 

트랜잭션 처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서는 다양한 방법의 차를 통한 트랜잭션의 효율

인 처리방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군 작 환경에서 

는 이러한 트랜잭션 처리기법들이 항상 효율 인 것

이 아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기 이 

트랜잭션의 직렬성 여부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군 

작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성에 따라 데이터를 

갱신하는 우선순 도 달라야 한다는 부분은 간과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 무선 데이터 방송환경

에 부합하는 트랜잭션 처리를 해 각 클라이언트에 

우선순 를 부여하고, 우선순 가 높은 트랜잭션을 

먼  검증함으로써 특정 클라이언트의 abort 율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2장에서, 새로운 우선순  보장 기법을 해 

기 이 되는 트랜잭션 처리 기법을 살펴보고 3장에

서는 우선순  보장 기법에 한 설명과 알고리즘에 

따른 트랜잭션 실행 스 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하여 우선순  보장 기법에 한 성

능 분석을 하겠으며,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겠다.

2. 무선 데이터 방송 환경에서 동시성제어 기법

   무선 데이터 방송 환경은 일반 으로 물리  통

신 매체의 한계와 응용 분야의 정보 흐름(informa 

tion flow)의 패턴들로 인해서 비 칭 인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특징들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의 네트워크 역폭의 비 칭,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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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자원 등이 존재하고, 따라서 동시성 제어 기

법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6,7,8,9]. 낙  동시성 제

어 기법에서의 모바일 트랜잭션은 검증 단계(valida 

tion phase)까지 서버에게 메시지를 송할 필요가 

없다[3].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방송하는 데이

터 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자신의 작업 

공간(local workspace)에서 모바일 트랜잭션을 수행

한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서

버에 송하고 최종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된다. 따라

서 낙  동시성 제어 기법은 비  동시성 제어 

기법보다 통신비용 측면에서 효율 이다. 하지만 모

바일 트랜잭션의 재 실행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상향, 하향 통신 역폭과 배

터리를 소모하게 되고, 응답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단 도 가진다.[1]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낙

 동시성 제어 기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존의 낙  동시성 제어기법

을 군 작 환경에 용 가능한지 단해 보았다. 물

론 무선 데이터 방송 환경은 동일하기 때문에 에

서 언 한 기법들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군 

작 환경에서의 클라이언트들은 일반 인 무선 데이

터 방송 환경의 클라이언트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의 작  요도에 따라 

우선순 가 지정되어 요 작  정보 데이터의 근 

 갱신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동시성 제

어기법을 용하게 되면 타임스탬  순서 는 기타 

검증 기법에 따라 트랜잭션의 commit과 abort를 결

정하게 된다. 그 결과로 작 정보를 갱신 하기 한 

요한 트랜잭션 한 abort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요도에 따라 우선순 를 

부여하여 트랜잭션들을 처리함으로써, 요 트랜잭

션의 abort율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3. 우선순  보장 기법(Priority Assurance Method)

   이 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우선순  보장 기

법(이하 PAM)에 해 설명하겠다. PAM이란, 군 작

환경의 무선 데이터 방송 환경에서 수행되는 클라

이언트들의 요도에 따라 각각 우선순 를 부여한 

후 비교하여, 우선순 가 높은 클라이언트의 트랜잭

션을 우선 검증하고 갱신하는 기법이다. 결국 우선

순 가 높은 트랜잭션은 쉽게 abort 되지 않는 기법

인 것이다. 다음은 PAM의 기본 환경을 알아보자.

3.1 기본 환경

   기본 인 모델은 Acharya[7]가 제시한 방송 디스

크(Broadcast Disks)와 같다. 방송 시스템은 크게 서

버와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서버는 주기

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아이템을 하나 이상의 

무선 채 을 통해서 모바일 클라이언트에게 방송한

다. 그리고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 해당 데이터가 방송될 때까지 기한 뒤 

채 을 통해 수신한다. 따라서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수가 증가해도 개별 데이터에 한 근 시간의 증

가, 즉 성능의 하는 발생하지 않는다.[1]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의 일 성을 유

지할 책임을 가진다. 한 하나의 방송주기 동안 방

송되는 데이터는 일 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방송

되는 데이터는 해당 방송주기의 시작 이 의 데이터

베이스의 상태만을 반 하고, 방송주기 도  일어나

는 모든 데이터에 한 갱신은 다음 주기에 반 된

다. 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각각 읽기 용 트랜

잭션과 갱신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트랜잭션 처리의 정확성의 평가 조건으로 직렬

(serializability)을 사용한다.[9] 방송의 주기 동안 데

이터 아이템과 함께 데이터 아이템을 한 인덱스

(index)나 무효화 보고(invalidation report)와 같은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인덱

스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가 방송되는 시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송 채 을 계속 수신할 필요가 없다. 

기 상태(doze mode)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방송되

는 시 에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배터리 소모를 

인다. 한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내부에 버퍼를 가

지고 있어서 재실행 되는 트랜잭션은 이 의 실행에

서 사용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다. 물론 서버의 

데이터와의 일 성을 해 방송 주기의 시작에 데이

터 아이템에 한 무효화 보고가 제공되며,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버퍼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값이 서버

에서 이미 갱신되었으면 더 이상 버퍼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인덱스

와 무효화 보고가 제공된다고 가정하고 특별한 제한

은 두지 않는다.[1]

3.2 기본 알고리즘

   기본 으로 검증방법은 Lee[9]가 제안했던 검증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 먼  작 환경에 맞는 트랜

잭션 처리를 해 각 클라이언트에 우선순 를 부여

하고, 클라이언트의 해당 트랜잭션은 같은 우선순

를 갖게 된다. 방송 주기의 시작에 해당 주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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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선순  보장 기법 트랜잭션 실행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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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AM 검증 차

Local com m it

Priority Sort

Partial validation

restart

pass

fail

Transaction Type
Read only Transaction 

W rite Transaction

Final Validation

restart
fail

pass
com m it

It’s tim e to broadcast next cycle

Update CurrentW riteSetUpdate CurrentW riteSet

W riteRead validation
ReadW rite validation

Local com m it

Priority Sort

Partial validation

restart

pass

fail

Transaction Type
Read only Transaction 

W rite Transaction

Final Validation

restart
fail

pass
com m it

It’s tim e to broadcast next cycle

Update CurrentW riteSetUpdate CurrentW riteSet

W riteRead validation
ReadW rite validation
W riteRead validation
ReadW rite validation

함된 데이터 아이템에 한 인덱스와 무효화 보고가 

제공된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들은 

partial validation을 수행한다. (그림 1)에서 검증 

차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  partial 

validation을 실패한 트랜잭션은 단하고 재 시작한

다. 통과 한 트랜잭션은 갱신을 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final validation을 요청한다. 트랜잭션 타입에 

따라 read only 트랜잭션의 경우는 local commit을 

수행하며, write 트랜잭션의 경우는 해당 방송주기 

에 포함되는 검증 트랜잭션들의 우선순 (Priority)

에 따른 검증을 해 다음 방송주기의 시작 까지 

기한다. 다음 방송주기가 되었을 때, 해당 주기에

서 검증을 요청한 트랜잭션들을 우선순 에 의해 정

렬한다. 그리고 우선순 가 높은 트랜잭션을 먼  

검증한다. 그 이유는 특정한 데이터 아이템을 갱신

하려는 트랜잭션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우선순 가 

높은 트랜잭션이 commit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

약 기존의 방법처럼 실시간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면 

같은 방송주기에서 그 아이템을 갱신하려했던 높은 

우선순 의 트랜잭션이 abort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데이터 아이템을 갱신하려는 트랜잭션들을 다음 

방송주기의 시작 까지 기시키고, 트랜잭션의 우

선순 를 기 으로 정렬을 한다. 이때 같은 우선순

의 트랜잭션은 검증을 요청한 시간을 기 으로 정

렬한다. 다음단계로 우선순 가 높은 트랜잭션 먼  

Write Read validation을 수행하게 된다. WriteRead 

valida tion의 수행방법은 Lee[9]가 제안했던 방법을 

바탕으로 하며, 서버에서 commit된 WriteSet과 검

증 트랜잭션의 ReadSet 충돌검사에서 충돌이 없을 

경우, 서버의 WriteSet에 트랜잭션의 WriteSet을 포

함시켜 다음 우선순 의 트랜잭션 검증시 이  트랜

잭션의 Write Set까지 비교함으로써, 트랜잭션의 직

렬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 트랜잭션

의 WriteSet과 서버에서 진행 인 트랜잭션의 

ReadSet을 비교하여 충돌시 서버의 트랜잭션을 

abort하고 최종 으로 검증 트랜잭션을 commit 함

으로써, 우선순 가 높은 트랜잭션이 쉽게 abort 되

지 않는다. 따라서 commit율이 높아지게 되며, 우선

순 가 높은 트랜잭션의 재 실행율 한 일 수 있

다.  (그림 2)는 트랜잭션 실행 스 이다.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트랜잭션 스 과 모바일 클

라이언트의 우선순 가 명시 되어있다. 시간의 순서

로 실행 스 을 살펴보자. 

   먼  T는 방송주기 C의 partial validation을 통

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방송주기 C  에서 데이터 

a와 b를 읽고 방송주기 C에 데이터 c를 읽고 

commit 할 수 있기도 에, T에 의해 a의 값이 

write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T는 partial 

validation을 통과하고 local commit을 수행한다. 왜

냐하면 T는 T  이후에 commit 됨에도 불구하고 T

는 T에 의해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렬화 순

서로는 T  이 에 있기 때문이다. T는 방송주기 C

에 patial validation을 통과한다. 그리고 마지막 데

이터 y를 읽고 자신의 작업공간에 y의 값을 미리 

쓰고 난후에 T의 final validation을 해 요구되는 

정보를 서버로 보낸다. T, T도 같은 경우이다. 

   지 까지는 Lee[9]가 제안한 기법이 용되었으

나 지 부터는 PAM이 용된다. final validation을 

한 트랜잭션 T, T, T  은 다음 방송주기 C 가 

되면 우선순 에 의해 정렬을 하고(T와 T의 우선

순 가 같기 때문에 final validaion을 요청한 시간을 

기 으로 T  > T  > T  순서가 된다.) 우선순 에 

따라 T이 먼  WriteRead Validation를 수행하게 

된다. 검증 결과 WS(T)와 RS(T)은 충돌이 일어나

지 않기 때문에 T은  다음 ReadWrite Validation를 

수행한다. 수행결과 서버에서 진행 인 RS(T)과 데

이터 아이템 s에 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버

의 트랜잭션 T을 abort 하게 된다. 모든 검증을 마

친 T은 WS(T)에 WS(T)을 포함시키고 commit을 

하게 된다. 여기서 WS(T)을 포함시킨 WS(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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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zipf factor에 따른 트랜잭션 abort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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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T  역시 같은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Write 

Read Validation에서 RS(T)은 WS(T)과, RS(T)

은 WS(T)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abort 된다. 

모든 검증을 마치고 다음 방송주기 C 가 시작된

다. 

4. 성능 분석

   PAM의 성능 분석은 기존 FBOCC 기법을 상

으로 비교하 다. PAM과 같은 환경에서 비교를 하

기 해 기본 으로 트랜잭션에 우선순 를 부여 하

다. (그림 3)에서는 우선순 에 따른 각 기법의 트

랜잭션 abort수를 보이고 있다. FBOCC 기법에서는 

우선순 와 상 이 없기 때문에 일률 인 abort수를 

보이고 있지만, PAM 에서는 우선순 가 높은 트랜

잭션의 abort수가 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

다.(그림 4)에서는 zipf factor에 따른 트랜잭션 

abort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선순 가 높은 트랜잭션

의 abort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고, zipf factor가 

증가하면서 체 인 abort율의 증가는 있지만 우선

순 1의 트랜잭션은 그 증가치가 게 나오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특수한 환경의 무선 데이터 방송에

서 효율 인 트랜잭션 처리를 한 우선순  보장 

기법을 제안하 다. 군 작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작  요도에 따라 데이터의 갱신 우선권이 주어져

야 하며, 우선순 가 높은 클라이언트의 트랜잭션은 

쉽게 abort되지 않아야 한다는 특성을 반 하 다. 

성능분석 결과 우선순 가 높은 트랜잭션의 abort수

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zipf factor에 따른 abort율

도 최소화함으로써, 작 환경에서 요한 트랜잭션

의 commit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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