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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AD와 같이 계산 주의 응용을 지원하기 해 개발된 기의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클라이언

트에서 자료의 요구와 처리를 허용하는 자료 탑재방식이다. 이 방식은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서 수행

되는 작업의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DBMS를 허용한다.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서 자료와 잠

을 캐싱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한 요한 기술이다. 이 논문

에서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이 자신의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면서 회피 는 탐지 기반의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을 모델링하고 구 하

다. 이 시스템은 3개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고, 각 지역 동시성 제어 기법으로는 2PL을 사용하 다. 이 

모델은 멀티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환경으로 확장 가능하다.

1. 서론

   분산 컴퓨 과 객체지향의 장 들은 응답성과 분

산 환경에서의 자료 공유와 같은 복잡성을 지원하기 

하여 클라이언트-서버 컴퓨  모델을 채택한 새로

운 개념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을 해 결합되었

다. 재의 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부분의 

쿼리 처리를 서버에서 수행하고 클라이언트들은 사용

자 인터페이스만을 리하는 쿼리 탑재(query 

shipping) 방식인 반면, CAD와 같이 계산 주의 응용

을 지원하기 해 개발된 기의 객체지향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은 형 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자료의 요구

와 처리를 허용하는 자료 탑재(data shipping) 방식이

다[2]. 자료 탑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서 수행되는 작업의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DBMS

를 허용하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환경에 특별

히 잘 용된다.

   객체 기반 DBMS를 한 자료 탑재 방식의 장

은 자료를 응용에 하게 이동시킴으로써 객체 기반 

DBMS들의 programmatic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  

자료 구조 내에서의 navigation을 가속화하고, DBMS

의 많은 기능들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동시킴으

로써 효율성 향상을 제공한다[2]. 반면에, 네트워크에 

민감하고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된 자료량이 방 할 

경우 서버의 병목 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병목

상을 회피하기 해서는 자료 캐싱(data caching)을 

이용하여 지역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자료 캐싱은 클라이언

트들이 서버로부터 자료들의 사본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국부성(locality)의 측면에서도 자료 캐

싱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요청해야하는 자료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클라이언트 캐싱은 캐시된 자료에 한 자료 유지 

기간에 따라 트랜잭션내(intra-transaction) 캐싱(트랜

잭션이 수행되는 동안에만 캐시된 자료를 캐시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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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과 트랜잭션간(inter-transaction) 캐싱(트랜잭션의 

종료 여부에 계없이 캐시된 자료가 캐시에 계속 유

지)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트랜잭션내 캐싱은 비교  

간단하지만 새로운 트랜잭션이 수행될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서버로부터 새로 얻어야 하고, 트랜잭션간 캐

싱은 서버의 자료와 캐시된 자료사이에 일 성 유지를 

한 로토콜이 필요하다.

2. 캐싱 알고리즘의 특성  요구사항

   자료의 캐싱은 트랜잭션이 처음으로 근을 시도

하는 자료가 캐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수행되는 

것으로 만약 타당성 검사 기화 시 이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행된다면 캐시 내의 유효하지 않

는 자료는 타당성 있는 자료로 체되어 진다.

   클라이언트에 캐싱된 자료가 캐시에 유지되어지는 

기간은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이 어떤 트랜잭션

인 캐싱 방법을 채택하 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특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효하지 않는 자

료가 캐시에 존재한다 해도 트랜잭션의 타당성 검사 

행동으로 자료의 타당성을 단할 수 있기 때문에 캐

시 내의 유효하지 않는 자료에 한 별도의 고려는 필

요 없다.

<표 1>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들의 특성

기      능 행   동  분류

Validation Check Initiation

 Synchronous

 Asynchronous

 Deferred

 탐지

Change Notification Hints  Asynchronous  회피

Remote Update Action

 Propagation

 Invalidation

 Dynamic

 탐지

 회피

Write Intention Declaration

 Synchronous

 Asynchronous

 Deferred

 회피

Write Permission Duration
 Transaction

 Client
 회피

Remote Conflict priority
 Wait

 Preempt
 회피

  

   탐지 기반의 알고리즘 특성에서 타당성 검사 기

화 시 은 시뮬 이션 상 알고리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서

버로 타당성 검사를 요청하는 기능은 구 되어야 한

다. 갱신 통지 힌트에 한 구 은 시뮬 이션 상 

알고리즘에서 이 기능을 요청한 시 까지의 변경된 자

료와 함께 원격 갱신 행동을 포함하여(동 인 원격 갱

신 행동을 해) 서버로 달할 수 있도록 구 되어야 

한다.

   회피 기반의 알고리즘 특성에서 일 성 행동의 

기화 시 에 한 구 은 시뮬 이션 상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지만 그 행동으로 인한 서버의 행동이 뒤따

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일 성 행동의 기화 

사건이 발생했음을 서버에 알리는 기능 구 은 필요하

다. 클라이언트의 갱신 의도 선언은 시뮬 이션 상 

알고리즘이 이 기능을 요청한 시 의 자료에 한 갱

신 의도를 서버에게 알리는 기능이 구 되어야 하며, 

갱신 허락을 요구한 자료에 해 갱신 허락 소유 여부

를 기록하는 기능과 어떤 자료에 해 갱신 허락을 소

유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는 기능도 구 되어야 한다. 

갱신 허락 보유 기간에 한 구  역시 시뮬 이션 

상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자료에 한 갱신 

허락 소유를 반환시키는 기능이 구 되어야 한다. 원

격 충돌 우선순 에 한 구 에서 기 방법은 클라

이언트의 지역 DBMS의 정책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

면 되지만, 선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지역 DBMS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 지역 자치성을 보장할 수 없다

(2PL의 경우 먼  읽기 잠 을 가진 트랜잭션이 갱신 

트랜잭션으로 인하여 철회될 수 있도록 지역 DBMS

가 수정되어야 한다).

원격 갱신 행동은 탐지 기반과 회피 기반의 알

고리즘에서의 행동이 동일하다. 이 행동은 와 

무효화 기능만을 구 한다. 동 인 방법은 이 두 방

법의 혼용으로 시뮬 이션 상 알고리즘에서 선택

되어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독자 인 지역 데이터

베이스를 운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의 지역 자

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알고리즘은 

지역 자치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경우에는 시뮬 이션 시 별도의 조작을 필요로 

한다.

3.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모델링  구

   이 논문에서는 지 까지 제안된 많은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들의 성능 평가를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뮬 이션을 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

이션 모델 구조에 한 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제안

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모델의 구 은 Visual 

studio 6.0 C++와 Micro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orporation에서 개발한 CSIM18 시뮬

이션 library를 이용하여 객체지향으로 구 하 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각 클라이언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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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질형(heterogeneous)일 수 있는 지역 DBMS와 

자료 탑재 시스템에서 서버 DBMS의 부하를 감소시

키기 해 사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 DBMS가 동시

에 존재하며 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구 은 클라이

언트 3개, 각 클라이언트들의 지역 동시성 제어 기법

은 모두 2PL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 다.

(그림 1) 시스템 모델

   지역 DBMS는 트랜잭션의 수행 반에 한 

리 기능을 수행하며, 클라이언트 DBMS는 서버와 

련된 제반 사항에 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두 

모듈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료가 캐싱되고 트랜잭션

들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DBMS에 약간

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트랜잭션

을 생성하고, 생성된 트랜잭션은 다른 클라이언트의 

자료를 근하지 않는다. 서버는 일반 인 클라이언

트-서버 구조에서의 서버 기능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의 지역 DBMS는 트랜잭션 리자, 

스 러, 자료 리자로 구성되며 클라이언트 

DBMS와의 인터페이스를 제외하면 일반 인 

DBMS와 동일하다. 트랜잭션의 모든 연산들은 지역 

DBMS의 제어 하에 수행된다.

   트랜잭션 리자는 지역 데이터베이스 자료만을 

근하는 트랜잭션을 지역 트랜잭션으로, 지역 데이

터베이스 자료와 같이 서버 자료까지를 근하는 트

랜잭션 는 서버 자료만을 근하는 트랜잭션을 

역 트랜잭션으로 구분하여 리한다. 지역 트랜잭션

의 경우는 일반 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리 방법

과 동일하다. 역 트랜잭션이 수행을 시작하면  

근하려는 서버 자료 항목에 한 리스트를 클라이언

트 리자(client manager)에게 통보하고, 각 역 

연산에 한 수행 여부를 클라이언트 리자로부터 

허락받는다(갱신  트랜잭션의 경우는 제외).

   스 러는 스 링 테이블과 지역 동시성 제어

(2-Phase Locking, Serialization Graph Test, 

Time-Stamp 등)를 한 자료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역 트랜잭션 구분 없이 지역 스 링 정책

에 따라 행동한다. 클라이언트 리자로부터 캐시 

자료에 련된 정보를 받아 지역 스 링과 련된 

자료 구조를 갱신한다. 한 클라이언트 리자에게 

필요시 역  동시성 제어를 해 필요한 지역 동

시성 정보( 역 트랜잭션들의 기 그래 , 직렬화 

그래  등)를 제공한다. 원격 갱신 행동에 따른 갱

신 트랜잭션의 연산 수행을 한 기능(우선순 에 

의한 선 과 같은 원격 갱신 행동을 해 갱신 트랜

잭션의 우선순 를 조정 는 부여)을 제공한다.

   자료 리자는 캐시 자료 리자(cache data 

manager)로부터 캐시 자료의 생성  삭제에 한 

요구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캐시 자료 리자

에게 통보한다. 지역 데이터베이스 자료 근과 캐

시 자료 근을 구분하여 지역/ 역 연산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지역 스 러에게 돌려주고, 캐시 자

료에 한 연산의 경우에는 캐시 자료 리자에게 

통보한다.

   클라이언트 DBMS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에

서 캐싱과 캐시 일 성 유지와 련된 기능을 수행

한다. 이 모듈은 서버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리자와 클라이언트 캐시의 자료들을 

리하는 캐시 자료 리자로 구성된다.0

   클라이언트 리자는 시뮬 이션 상 알고리즘

에서 채택한 특성(표1)들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서버와의 통신을 담당하며,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해 필요한 자료 구조를 가지며,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동시성 제어 기법과 

트랜잭션 완료 로토콜을 수행한다. 서버로부터 원

격 갱신 행동을 수신했을 때는 갱신  트랜잭션

을 생성하여 지역 DBMS의 트랜잭션 리자에게 

제출한다. 자료가 캐시 되었거나 캐시된 자료가 삭

제된 경우 지역 DBMS의 스 러에게 알려 지역 

스 링 련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 

역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한 기 그래  등과 

같은 정보를 스 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캐시 자료 리자는 캐시 자료와 련된 정보를 

유지 리하며, 자료 리자에게 캐시 자료의 생성 

 삭제를 요청한다. 이 결과를 클라이언트 리자

에게 통보한다. 캐시 자료를 리하는 캐시 테이블 

구조는 그림 2와 같으며, 자료 캐싱에 한 처리 과

정은 그림 3과 같다. 캐시 자료에 한 희생자 선정 

알고리즘은 FIFO를 사용하 다.

   각 모듈간 통신은 CSIM의 event나 mailbox 기

능  패킷(그림 4)을 구성하여 이용하 고, 캐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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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Manager Scheduler

Client Manager Client Data Manager

Data Manager

Operation

Cache Data

Caching 요구

Scheduling 여부 검사

Caching/validate

Cache Data

Cache Data 저장 요구
Cache Data 

저장

Cache table 수정

Caching 완료

Caching 완료 통보

processing

연산 결과

사용자

Transaction

연산 결과

Cache Data

Scheduling

Update

Cache data 변경

Update

Client No data valueid command TM-idx Cache-idxModeop

값

타당성 필드

Cache table index 자료항목 Link

index

클라이언트 번호

케시 자료 상태

......

cache 리스트 포인터

empty 리스트 포인터

stale 리스트 포인터

캐싱 시간

성 유지 알고리즘들의 특성에 한 행동들을 메소

드로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에 한 성능 평가는 

성능 평가 상 알고리즘과 그와 유사한 알고리즘들

의 성능이 상호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에,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에 한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캐

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에 한 세부 구 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그림 2) Cache Table 구조

(그림 3) Caching 처리도

* id:packet id,    op:세부 행동,    Mode:명령/응답 구분

(그림 4) Packet 구조

3. 결론

   클라이언트의 자료 캐싱은 자료 복의 동 인 형

태로서 자료의 정확성에 한 개념은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에서 트랜잭션 개념과 일치한다. 클라이언트 캐싱

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캐시된 자료사이의 일

성 유지를 한 로토콜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

들의 성능 평가를 해 시뮬 이션을 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모델을 제안하고 구 하 다. 제안된 모

델은 클라이언트가 독자 인 지역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을 운용하면서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는 환경에 그 기반을 두었으며, 지 까지 제안된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들을 분석하여 요구되는 기

능들을 도출하 다. 이 게 도출된 요구들은 지역 자

치성을 최 한 유지하면서 구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 하 다.

제안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모델은 객체

지향 기법으로 구 하여 소 트웨어의 재사용성을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캐시 일 성 유지 알고

리즘들의 성능평가를 한 시뮬 이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이 모델은 멀티데이터베

이스(multidatabase) 시스템 환경에서 캐시 일 성 

유지 알고리즘들의 성능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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