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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갱신된 시공간 데이터는 서버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동기화되고 사용자에게 신

속하게 서비스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기나 무선 네트워크는 오류에 매우 취약하다. 만약 동기화 도 에 오

류가 발생하면 동기화 상 데이터에 하여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기화 도 의 오류

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회복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회복 기법은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지역 장장치에 로그 코드를 기록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장된 로그 코드를 이용하여 회복한다. 그리고 제안

한 회복 기법을 한 회복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ABSTRACT

It is possible to synchronize the spatio-temporal data with a server using a wireless network. These data has the benefit to be up-to-date and 

able to service to the user efficiently. However, the mobile devices or the wireless network are very vulnerable to various hard or soft failures. 

If an failure occurs during a synchronization process, the spatio-temporal data which is synchronizing could be inconsistent stat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recovery scheme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errors which occur during the synchronization on mobile environments. 

The proposed scheme writes the log records for the synchronization process into the both local storages of the server and the mobile client. 

When the errors arise, the data which are synchronizing are recovered using the written log records. Also, we design and implement the 

proposed recovery scheme on the synchron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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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의 공간 데이터  시공간 데이터의 변경 작업은 

항공 사진과 같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먼  수집한 다음

에 디지타이져를 이용하여 사람이 수작업으로 디지털

화하 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 기기에서의 시공간 데이

터를 사용하는 응용 시스템이 가능해짐에 따라 데이터 

변경 작업도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변경된 시공간 데이터는 동기화 시스템[1]을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서버와 동기화되고 서비스 사용자에

게 신속히 서비스되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기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특

히 무선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 비하여 불안정한 

연결을 유지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변경된 시공간 데

이터를 동기화시키는 도 에 모바일 단말기기에 물리

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는 무선 네트워크가 갑자기 

단 되면 변경된 시공간 데이터를 손실하게 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과정 에 오류가 발생할 때 시공간 데이터

의 일 성을 보장하기 한 회복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회복 기법은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도 에 동기

화 로그 기록을 장하며, 오류가 발생할 때 로그를 이용

하여 일 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한 제안한 회복 

로토콜을 지원하기 한 시스템을 동기화 시스템에

서 설계하고 로토타입을 구 하 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회

복 기법에 한 련 연구를 소개한다. 3장은 동기화 작

업 도 의 오류로 인한 문제 에 하여 기술하고 4장에

서는 발생 가능한 오류들에 하여 분류한다. 5장에서는 

로그를 이용한 동기화 회복 로토콜을 제안하고 6장에

서는 제안한 회복 로토콜을 지원하는 회복 시스템 

로토타입의 설계와 구  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7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Ⅱ. 련연구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운용되는 표 인 회복 

기법으로 ARIES/CSA[2]가 있다. ARIES/CSA는 기존의 

ARIES를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 운용될 수 있도록 확

장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 기법은 유선 네트워크 환경의 

클라이언트-서버간에 용한 기법으로 네트워크 장애

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선망에 비하여 네트워

크 연결이 불안정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동기화에 

용하기 어렵다. 

모바일 분산 환경의 회복 기법[3]은 단  상태에서 회

복 정보를 클라이언트의 지역 장 장치에 장하여 네

트워크를 이용한 메시지 달 없이 검사  작업을 수행

한다.  그러나 단  상태에 있는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회

복 데이터에는 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일 된 상태로 회

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4]에서는 

모바일 트랜잭션의 타이머를 동기화하여 다수로 있는 

모바일 트랜잭션의 검사  수행 시 을 동기화한다.  그

러나 이 기법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상에서 운용되고 있

는 모바일 트랜잭션의 타이머를 동기화하기 하여 메

시지 송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 된 상태에서 운용되

고 있는 모바일 클라이언트와는 타이머를 동기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Ⅲ. 문제정의

[1]에서는 다수의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동기화를 

요청하 을 때 동기화 작업을 처리하면서 변경된 시공

간 데이터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한 양방향 동기화 

로토콜을 제안하 다. 그러나 동기화 과정 에 오류가 

발생하면 변경된 공간 데이터에 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 회복 로토콜을 사용하면 서버에 장되어 있는 

시공간 데이터 집합과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장되어 

있는 시공간 데이터 집합 간에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동

기화를 요청한다고 가정하자.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동기화 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변경한 데이터 B1을 

서버에 송한다. 서버는 B1을 장한 후에 최신의 시

공간 데이터인 B5를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송한다. 

이 때 서버에 시스템 크래쉬가 발생하면 서버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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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회복 로토콜에 따라 이 의 안정된 상태로 되

돌려 버린다(rollback). 따라서 B1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의 변경 데이터가 반 되기 이 의 상태로 되돌아간

다. 그러나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크래쉬 상황

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송된 B5를 자신의 장장치에 

반 한 후에 동기화 작업을 종료한다. 따라서 이 때 모

바일 클라이언트의 B1과 서버의 B1간에 데이터 불일치 

상이 발생한다.

그림 1. 개체 B1의 데이터 불일치 상태
Fig 1. Inconsistency State of Entity B1

Ⅳ. 시스템 오류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양방향 동기화를 요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은 발생 가능한 오류를 분류한 표이다. 표 1의 오류가 

동기화 수행 도 에 그림 2의 오류 요 구간에 발생하

면 데이터 불일치 상이 발생한다.

심각도
발생 

치
오류 내용 분류

soft 

failure

server fail-stop assumption 경우 1

client fail-stop assumption 경우 2

hard 

failure

server
시스템 크래쉬, 강제 

종료, H/W 손상 등
경우 3

client
시스템 크래쉬, 배터리 

등
경우 4

network
무선 네트워크 역 

이탈, 네트워크 단
경우 5

표 1. 발생 가능한 오류
Table 1. Possible System Error

그림 2. 동기화 로토콜의 오류 요 구간
Fig 2. Error Critical Section of the Synchronization 

Protocol

첫 번째 오류 요 구간은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변경

된 데이터의 집합인 임시델터객체집합(Temporary Delta 

Object Set, TDOS)의 수신 여부를 동기화 서버에서 모바

일 클라이언트로 알려  후에 TDOS를 서버 데이터베이

스에 갱신하는 작업의 구간이다. 두 번째 오류 요 구간

은 서버에서 변경된 데이터의 집합인 델터객체집합

(Delta Object Set, DOS)의 수신 여부를 모바일 클라이언

트에서 동기화 서버로 알려  후에 모바일 클라이언트

의 장 장치에 갱신하는 작업의 구간이다. 이 오류 요 

구간에서 경우 3에서 경우 5까지의 오류가 발생하면 데

이터 불일치 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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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동기화 회복 로토콜

5.1. 로그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도

에 그림 3과 같이 동기화 로그를 장한다. 로그는 동기

화 서버와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각각 작성되어 지역 

장 장치에 장된다.

그림 3. 각 단계별 로그
Fig 3. Log on Each Section of Synchronization 

Protocol

서버의 로그 구조는 표 2와 같다.

CID ClientInfo State Data

CID IP, CR, SDBName SYNC_START

CID TDOS_TR_START TDOS

CID TDOS_TR_COMMIT

CID DOS_TR_START DOS

CID DOS_TR_COMMIT

CID SYNC_COMMIT

CID SYNC_CANCEL

표 2. 서버 로그 구조
Table 2. Log Structure of the Server

클라이언트의 로그 구조는 표 3과 같다.

ServerInfo State Data

IP, SDBName SYNC_START

TDOS_TR_START TDOS

TDOS_TR_COMMIT

DOS_TR_START DOS

DOS_TR_COMMIT

SYNC_COMMIT

SYNC_CANCEL

표 3. 모바일 클라이언트 로그 구조
Table 3. Log Structure of the Mobile Client

5.2 회복 로토콜

Procedure Network_Recovery of Server
IF Client(CID) does not respond to Server THEN 
  Check the NETWORK Socket
  IF NETWORK Dead THEN               // Network Error
    Waiting Network recovery                       
    IF NETWORK Alive THEN
      Waiting Client connection
      IF receive alive message from CID THEN
        send alive_ok message to CID;
        scan the LOG last_log_record
        startsync(last_log_record);
      END IF
    END IF
  END IF
END IF

Procedure Network_Recovery of Mobile Client
IF Server does not respond to the client THEN 
  Check the NETWORK Socket
  IF NETWORK Dead THEN               // Network Error
    Waiting Network recovery  
    IF NETWORK Alive THEN
      send alive message to SERVER;
      IF receive alive_ok message from SERVER THEN
        scan the LOG last_log_record
        startsync(last_log_record);
      END IF
    END IF
  END IF
END IF

그림 4. 네트워크 오류 회복 알고리즘
Fig 4. Recovery Algorithm for Network Error

 

회복 로토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그림 4와 같이 네트워크 연결 오류 상황인 경우 5의 오류

가 발생할 때 회복하기 한 로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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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Server_Recovery of Server side
BEGIN
  scan the LOG backward UNTIL log record = <SYNC_COMMIT>
  IF last_log_record ≠ <CID, SYNC_COMMIT> || <CID, 
SYNC_CANCEL> THEN
    send alive message to CID;
    IF receive alive_ok message from CID THEN
      startsync(last_log_record);
    END IF
  ELSE
    Waiting Client connection
  END IF
END

Procedure Server_Recovery of Client side
IF Server does not  THEN 
  Check the NETWORK
  IF NETWORK Alive THEN                       // Server Error
    Waiting SERVER System recovery
    IF receive alive_ok message from SERVER THEN
      scan the LOG last_log_record
      startsync(last_log_record);
    END IF
  END IF
END IF

그림 5. 서버 오류 회복 알고리즘
Fig 5. Recovery Algorithm for Server Failure

Procedure Client_Recovery of Client side
BEGIN
  scan the LOG backward UNTIL log record = <SYNC_COMMIT>
  IF last_log_record ≠ <SYNC_COMMIT> || <SYNC_CANCEL> 
THEN
    send alive message to SERVER;
    IF receive alive_ok message from SERVER THEN
      startsync(last_log_record);
    END IF
END

Procedure Client_Recovery of Server side
IF Client does not respond to the server THEN 
  Check the NETWORK 
  IF NETWORK Alive THEN                   // Client Error
    Waiting Client connection      
    IF receive alive message from CID THEN
      send alive_ok message to CID;
      scan the LOG last_log_record
      startsync(last_log_record);
    END IF
  END IF
END IF

그림 6. 클라이언트 오류 회복 알고리즘
Fig 6. Recovery Algorithm for Client Failure

두 번째는 그림 5와 같이 서버에서 경우 3과 경우 4의 

오류가 발생하 을 때 회복하기 한 로토콜이다. 먼

 서버에서 경우 3과 경우 4가 발생하 을 때 먼  로그 

기록을 역방향으로 검색한다. 그리고 검색된 최종 로그 

기록에 따라 알맞은 회복 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오류 3 는 오류 

4가 발생하 을 때 그림 6과 같이 먼  모바일 클라이언

트의 로그 기록을 역방향으로 검색하고 최종 로그 코

드에 따라 회복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Ⅵ. 구

그림 7. 회복 시스템 구조도
Fig 7. Recovery System Architecture

그림 7은 제안된 회복 로토콜을 구 한 시스템 구

조도를 보여 다. 서버는 도우즈 XP 환경에서 운용되

는 카이로스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고 모바

일 클라이언트는 도우즈 CE 환경에서 구 하 다. 

(a) (b)

그림 8. 갱신  동기화 
Fig 8. Updating &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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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이블 네트워크 작업을 상으로 수행하

다. 먼  그림 8의 (a)와 같이 갱신 작업을 수행한 후에 

(b)와 같이 동기화를 수행한다. 

만약 동기화 수행 도 에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시스

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림 9의 (a)와 같이 제안한 회

복 알고리즘이 수행되고 (b)와 같이 안정된 상태로 회복

된다.

(a) (b)

그림 9. 오류 회복
Fig 9. Error Recovery

Ⅶ. 결론

시공간 데이터 변경이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활용하

여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의 정보가 최단시간에 

반 된 시공간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기기나 무선 네트워크는 오류에 취

약한 단 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동기화하는 도 에 오

류가 발생하면 데이터 불일치 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무

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동기화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시공간 데이터의 일 성을 보장하기 한 회복 기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제안한 회복 로토콜을 지원하는 

회복 시스템을 설계하고 로토타입을 구 하 다. 제

안한 회복 로토콜의 장 은 동기화 작업 도 에 어떠

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일 성이 보장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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