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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방송 환경을 기반으로 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송할 때 클라이언트

의 질의처리 시간을 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서버는 무선방송을 통해 공간 데이터를 클라이언

트에게 송한다. 데이터 스 링 리의 목 은 서버의 데이터 송 순서를 효과 으로 배치하여 클

라이언트의 질의처리시간을 이기 함이다. 본 논문에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역별 클라이언트의 수에 따라 hot-cold기법을 목시킨 Number of Clients number 
Hot-Cold(NCHC)를 제안한다. NCHC의 장 은 클라이언트의 분포에 따라 데이터(객체)를 분류하기 때

문에 클라이언트들의 평균 질의처리 시간을 일 수 있다.

1. 서론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서

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를 들면, 치기반 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는 범지구 치결정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과 이동통신망에 의해 확보된 

치정보  디지털화된 지도를 결합하여 이용자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 2]. 치기반 서비스

를 이용한 앱의 종류를 보면 자신의 치를 기반으로 식

당을 검색하거나 데이트 코스를 검색하는 등의 서비스들

이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치기반 서비스는 개인의 일상

생활에도 깊숙이 고들어, 이제는 모바일, 웹, 개인용, 차

량용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생활 속의 서비스로 활

용되고 있다. 한 물류  자산 리 시스템에도 용되어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을 뿐더러, 차량의 치정보

를 활용해 도로교통, 차량 안   교통의 효율  운

에 활용되고 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치기반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송방식은 요구기반 방식을 많

이 사용하 으나 최근에 로드캐스  방식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이다 [3, 4]. 그 이유는 치기반 서비스

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차 증가함에 따라 질의 수가 증

가하게 되는 반면 서버가 질의처리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버의 작업부하가 증가한다. 우리는 

무선방송 환경을 기반 한 서버가 데이터를 송할 때 클

라이언트의 질의처리시간을 일 수 있는 효과 인 데이

터 스 링인 Number of Clients Hot-Cold(NCHC)를 제

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특징과 장 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 NCHC는 클라이언트들의 분포에 따라 데이터를 정렬하

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의 평균 질의 처리시간을 일 수 

있다.

･ 서버가 무선 방송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송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개인 치 정보 노출을 방

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련 연구를 소

개하고, 3장은 제안기법에 한 내용을 설명한다. 마지막

으로 4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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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2.1 무선 기술을 이용한 공간 질의 처리

   클라이언트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공간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버는 무선 기술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달한다. 요구기반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업링크와 

다운링크가 둘 다 가능한 1  1 응 방식이다. 과거 서버

가 요구기반으로 질의를 처리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질의 

요청 수가 증가할수록 서버의 통신 부하가 증가하 다. 그

러나 재 서버의 하드웨어 측면이 개선되면서 서버의 질

의처리 작업이 수월해지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같이 

집된 공간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질의 요청이 폭주할 경

우 서버의 병목 상이 발생하게 되어 자신이 요청한 질의

의 결과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수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까지 기다려야 결과를 얻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질의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클라이언트의 배터리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5]. 그러나 무선방송환경에서 불특정 다수

의 클라이언트가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버는 클라이언트

에게 일 으로 데이터를 송하기 때문에 효과 인 질

의처리가 가능하다. 를 들면, HBI는 힐버트 커  오더 

[6]에 따라 맵을 분할한다 [7]. 분할된 그리드 내에 객체 

유무에 따라 비트를 넣은 후 체 비트를 연결한 비트맵

을 구성한다. HBI는 색인의 크기를 이면서 선택 인 청

취가 가능하도록 제안된 기법이다. 최근에는 무선방송 환

경을 기반으로 도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ISW가 제안되

다[8]. ISW는 무선 방송 환경에서 로드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스냅샷(snapshot)의 공간 질의를 처리한다. ISW는 

범 질의, kNN 질의, Reverse nearest neighbor (RNN) 

질의 처리를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무선 방송 환경의 단

은 서버의 일  처리된 데이터를 송 받기 때문에 자

신이 원하는 데이터가 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 제안기법

   본 논문에서 서버는 무선방송 환경을 기반으로 클라이

언트에게 데이터를 송한다. 데이터 스 링은 클라이언

트의 분포에 따라 서버가 데이터를 정렬한다. 그림 1은 방

송주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배치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송

하느냐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평균 질의처리 시간이 다른 

것을 보여 다. 그리고 공간 질의처리에서 클라이언트는 

부분 자신에게 가까운 객체를 검색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 내에 존재하는 객체를 검색하고 각 역에 존재하는 

객체의 수와 데이터 크기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한 개의 

역 내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총 데이터 크기는 1Mbyte, 

클라이언트가 1Mbyte를 청취하는 걸리는 시간(τn)은 10

라고 가정한다.

   

그림 1. 역별 클라이언트 수에 따른 데이터 배치 방법

   첫 번째, 서버가 맵의 순서(A→B→C→D)에 따라 데이

터를 송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평균 질의처리시간은 [클

라이언트의 총 질의처리시간의 합 / 클라이언트 수의 총 

합]이다. 즉, {(10x20)+(20x50)+(30x30)+(50x80)}/50=33.8

가 평균 질의처리시간이 된다. 두 번째, 그리드 내에 클라

이언트 수가 가장 많은 역부터 데이터를 송할 경우 

(D→B→C→A) 평균 질의처리시간은{(80x10)+(50x20)+ 

(30x30)+(20x40)}/180=19.4 이다. 이처럼, 데이터를 달

하는 순서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평균 질의처리시간이 달

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해 객체 

수와 데이터 크기를 고정 으로 가정하 다. 그러나 실제 

무선 방송 환경에서 모든 클라이언트가 무선방송 데이터

를 처음부터 청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객체 수와 데이터 

크기는 랜덤하다. 따라서 실제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수뿐만 아니라 객체 수와 데이터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제안한 NCHC는 무선 방송 환경에 합하도록 

하기 하여 hot-cold 기법을 목시킨다[9]. hot-cold 기

법이란 어떤 기 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 을 기반으로 방

송 주기에 데이터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제안한 

기법에 hot-cold 기법을 용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클라이언트의 수를 기반으로 hot-cold를 용한 

방송주기의 데이터 배치

 그림 2에서 빨간색은 색인을 나타내며, 흰색은 데이터를 

나타낸다. 방송주기의 배치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기 으로 

클라이언트가 가장 많은 역(D→B→C→A)부터 색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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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 으며, 데이터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많은 역인 

D의 데이터를 4번 배치하고, B를 3번, D를 2번, A를 1번 

배치한다. 이처럼, 무선방송 환경에서 데이터 스 링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평균 질의처리시간을 일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무선방송 환경을 기반 한 효과

인 데이터 스 링인 NCHC를 제안하 다. NCHC는 

역 별로 클라이언트의 수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 수가 많

은 역부터 련된 객체의 데이터를 순서 로 송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평균 질의처리시간을 다. 향
후에는 역별 클라이언트의 수뿐만 아니라 객체의 데이

터 크기와 수에 따른 상 계를 비교하여 개선된 방안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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