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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결함 내성은 신뢰도 있는 이동 컴퓨  환경을 구축하기 한 요한 요소  하나이며, 이동 컴퓨  

환경을 한 많은 결함 내성 기법들이 제안 되어졌다. 그러나 부분의 제안된 기법들은 기지국의 지

원과 같은 고정된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 컴퓨  환경을 그 상으로 한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기법들을 고정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지 않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

에 용 시킬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 들을 논의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인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

에 합한 결함 내성 기법들에 해 논의한다.

1. 서론

   결함 내성 기법(fault-tolerance schemes)은 신뢰

도 있는 이동 컴퓨  환경 구축을 한 요한 요소 

 하나이며, 따라서 이동 컴퓨  시스템내의 이동 

호스트를 한 많은 결함 내성 지원 방안들이 제안 

되었다 [2, 3, 4]. 그러나 제안된 기법들의 부분은 

기지국이 이동 호스트들의 치 추   이동 호스

트들 간의 통신을 리하는 고정된 네트워크 환경

(fixed network infrastructure)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해 제안 되어졌다. 이 게 고정된 기지국이 존재

하는 환경에서는 결함 내성 서비스 역시 기지국의 

지원을 받아 이동 호스트의 복구 정보 장 문제 등 

요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시스템(mobile 

ad-hoc network system)[1]과 같이 기지국의 역할

을 떠맡을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복구 정보의 장을 한 안정된 장 

공간의 부족이나 안정되지 않은 네트워크 구조에 따

른 복구 정보 추  등의 새로운 문제로 기존에 제안

된 결함 내성 기법들의 사용이 용이 하지가 않게 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결함 내성 지원을 해 고려되어야 하

는 문제  새로운 이슈들을 논의하고, 결함 내성 

서비스 지원을 해 사용 되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한다.       

2. 결함 내성 서비스

   본 에서는 결함 내성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이동 애드-혹 네트

워크 환경에서 이러한 요소의 구 을 어렵게 하는 

원인  문제 들을 논의한다. 

2.1 결함 내성 서비스 구성 요소

   결함 내성 서비스 지원을 해 필요한 작업들은 

크게 검사  설정, 메시지 로깅, 롤백 복구 작업들로 

분류된다. 

   먼 , 검사  설정이란 이동 호스트의 실행 상태

를 주기 으로 안정된 장 장치에 장하는 작업으

로, 이 게 장된 이동 호스트의 간 상태, 즉 

장된 검사 을 이용하여, 이동 호스트는 시스템 내

의 결함 발생 시 지난 연산 지 에서부터 연산을 재

개 할 수 있게 된다. 

   메시지 로깅이란 이동 호스트에서 실행 인 

로세스들이 받은 메시지들을 안정된 장 장소에 

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게 로깅된 메시지들을 

이용하여, 이동 호스트의 결함 복구 시, 각 로세스

들은 결함 발생 과 동일한 연산을 재실행하여 결

함 발생 의 시스템 상태를 그 로 재 해 내게 된

다. 

   이동 호스트 내에 결함이 발생 한 경우, 시스템

을 결함 발생 의 상태로 되돌리기 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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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가장 최근의 검사  상태로 시스템 상태를 되

돌리고, 각 로세스들은 로깅된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  연산들을 재실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롤백 복구 작업이라고 한다. 만약 모든 입

력 메시지들이 안 하게 로깅되어, 순서 로 재실행

이 된다면, 시스템의 상태는 결함 발생 직 과 동일 

한 상태가 되고, 이 경우 네트워크 상의 다른 이동 

호스트들의 연산에 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  복구

가 가능하게 된다. 

2.2 결함 내성 서비스 구 의 문제

   이동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결함 내성 서비스 구

을 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들이 해결 되어

져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검사 과 메시지 로그를 

장 할 수 있는 안정된 장 장소의 구  문제인

데, 이는 부분의 이동 호스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 장소의 크기가 매우 제한 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지국 기반의 이동 컴

퓨  환경에서는 이동 호스트들의 검사 과 메시지 

로그 장을 해 기지국의 장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결함 내성 서비스 구 을 해 해결 되어져야할 

두 번째 문제는 분산 장된 복구 정보의 추  문제

이다. 이동 컴퓨  환경의 특성상 이동 호스트는 네

트워크 내의 여러 지 을 이동하며 연산을 수행 한

다. 이에 따라 검사   메시지 로그의 장 치

가 이동 호스트의 재 치와 상이 할 수 있으며, 

한 여러 장 장소에 분산되어 장 되어 질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지국 기반의 

이동 컴퓨  환경에서는 기지국간 통신에 의한 장 

치 추   정보 이동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용량의 장 장소와 고정된 치를 갖

춘 기지국의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애드-혹 네트워

크 환경에서의 결함 내성 서비스 구축은 다음과 같

은 시스템 특성 상 쉽지만은 않다.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기지국의 역할을 

맡아  호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과 

메시지 로그 등의 복구 정보는 이동 호스트의 자체 

장 장소나 이웃 호스트들의 장 장소에 장하는 

방법 밖에 없다. 는 이동 호스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치한 고정된 호스트를 발견 할 수 있다면, 

해당 호스트의 장 장치를 이용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 이동 호스트는 자신의 복구 정보를 장 

해  충분한 장 공간을 확보한 호스트를 찾아야 

하며, 이러한 탐색 시간과 해당 호스트로의 복구 정

보 송 시간 등이 새로운 문제 이 될 수가 있다. 

한 일정한 시간 내에 충분한 장 공간을 확보하

지 못할 경우에는 복구 정보의 분산 등도 고려해야 

한다. 

   기지국의 지원을 받는 이동 컴퓨  환경에서는 

이동 호스트의 복구 정보가 해당 호스트가 방문한 

기지국에 의해 장 된다. 즉, 각 이동 호스트는 자

신의 복구 정보가 장된 기지국의 치를 알고 있

으며, 그 치는 언제나 고정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복구 정보를 

장한 이웃 호스트의 치 악이 쉽지가 않다. 이는 

수시로 변하는 동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 때문이

며, 따라서 이동 호스트의 결함 발생 시 복구 정보

를 가지고 있는 이동 호스트의 치 악이 불가능 

해질 수도 있다.

3. 애드-혹 네트워크를 한 결함 내성 서비스

   본 에서는 언 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사

용 가능한 검사   메시지 로깅 기법들, 그리고 

다양한 결함 환경과 이동 호스트의 컴퓨  환경에 

따른 한 기법의 선택 문제에 해 논의한다.

3.1 검사  리

   먼  검사  리를 책임질 호스트의 선택 방법 

 검사  리 비용을 일 수 있는 방안 등에 

해 논의한다.   

   ▶ 로컬 리: 만약 이동 호스트가 자신의 검사

을 장할 충분한 장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검

사 은 해당 이동 호스트에 의해 리된다.

   ▶ 지역  리: 각 이동 호스트에 의해 일정한 

시간 내에 근 가능한 지역(region)을 서비스 지역

(service region)으로 명명하고, 각 지역 내의 정  

호스트 는 충분한 크기의 장 공간을 갖춘 이동 

호스트를 각 지역의 복구 정보 리자(recovery 

manager)로 지정한다. 단, 정  호스트가 아닌 이동 

호스트가 지역 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

스트의 이동에 비해 하나 이상의 호스트를 복구 

정보 리자로 지정한다. 각 이동 호스트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 시, 자신의 이웃 호스트들을 통해 해

당 지역의 복구 정보 리자를 악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새롭게 검사 을 설정하게 될 때, 복구 정보 

리자에게 달한다. 만약, 해당 지역에 하나 이상

의 복구 정보 리자가 존재하면, 모든 리자에게 

검사  정보를 달한다.  

   ▶ 이웃 호스트에 의한 리: 이동 호스트가 매

우 제한된 크기의 장 공간을 가지며, 근 가능한 

지역 내에 복구 정보 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이웃 호스트의 장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

다. 이 경우, 이동 호스트는 자신의 새롭게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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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을 이웃 호스트들에게 달하는데, 각 호스트

의 갑작스런 치 이동  통신 단 들을 고려하여, 

최소한 k+1개의 이웃 노드에게 검사 을 달하여

야, k개의 동시 결함에 처 할 수 있다. 

   검사 을 장 할 호스트의 최  선택과 함께 고

려되어야 하는  다른 문제는 이동 호스트의 이동

에 따른 검사 의 이송 문제이다. 이동 호스트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

우, 검사  역시 새로운 네트워크 내의 호스트에 의

해 리되어져야 한다. 검사  이송과 련해서 두 

가지 이주 기법이 고려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호스

트의 이동 시기와 동기화된 빠른 이주 기법이며, 다

른 하나는 검사 의 이주를 이동 호스트의 결함 발

생시까지 지연 시키는 지연된 이주 기법이다. 정  

는 이동이 은 복구 정보 리자가 지원되는 경

우에는 복구 정보의 치가 안정 이어서, 지연된 

검사  이주 기법이 사용 가능하지만, 이동 확률이 

높은 복구 정보 리자나 이웃 호스트에 의한 검사

 리 기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연된 이주 기

법을 사용하는 경우 복구 확률이 낮아 질 수 있다.

   검사  리와 련하여 고려되어져야 할  다

른 문제는 통신비용에 한 문제이다. 통신비용이 

높은 무선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검사  리  

이주를 한 통신비용은 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합한 한 가지 검사  설정 기법이 진  

검사  설정(incremental checkpointing) 기법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호스트는 자신의 시

스템 상태 S를 몇 개의 부분 상태의 나 다. 즉, 

S={S1, S2, ..., Si, ...., Sn}으로 보고, 이동 호스트는 

각 Si에 한 주기  검사  설정을 순서 로 진행 

한다. 이 경우, 이동 호스트의 결함 발생 시, 이동 

호스트는 각 부분 상태에 한 롤백 복구를 독립

으로 진행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진  검사 을 

이용하는 경우, 각 검사 의 크기가 어들어 통신

비용을 일 수 있게 된다.

3.2 메시지 로그 리

   다음은 메시지 로그의 리 방안  리를 맡을 

호스트에 해 논의 한다.

   ▶ 로컬 로깅: 이동 호스트가 메시지 로그를 

장 할 만큼의 충분한 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각 이동 호스트에 의한 로그 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메시지의 양이 고, 각 메시지의 크기가 작

은 경우에 해당된다.

   ▶ 지역  리: 검사  리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정  는 다수의 이동 확률이 은 지역 리자

에 의한 로그 리가 가능하다.

   ▶ 송신자 기반의 로깅: 각 이동 호스트가 달 

받은 메시지의 송신자는 해당 메시지의 사본을 통신 

완료 시 까지 보 하게 되는데, 이 사본을 메시지 

로그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각 메시지의 내용은 

송신자에 의해 리되고, 이동 호스트는 메시지의 

식별자와 수신 순서만을 리한다. 이 경우는 수신

자인 이동 호스트에 의해 리되는 정보의 양이 많

지 않아 로그 리가 쉬워지는 장 이 있다. 반면에 

이동 호스트의 결함 발생 시 해당 송신자를 추 하

여 로그를 받아 오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가 있다.

   ▶ 이웃 호스트에 의한 리: 검사  리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k+1개의 이웃 호스트들에 의해 메

시지 로그를 복 리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 으

로 메시지 로그의 경우는 각 호스트의 통신 빈도  

통신 내용에 따라, 메시지 로그의 양이 달라지게 된

다. 따라서 이동 호스트의 통신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동  용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검사  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메시지 로그의 

경우에도 이동 호스트의 이주에 따라 메시지 로그의 

이주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역시 빠른 이주와 지연

된 이주 방법이 사용 될 수 있다. 메시지 로그의 크

기가 작고 몇몇 호스트에 그 내용이 분산 되어 있는 

경우라면, 빠른 이주 기법의 용도 가능 하겠지만, 

메시지 로그의 크기가 크고, 여러 이동 호스트에 분

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로그 이주에 따른 통신

비용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동 호스트의 통신 형태 이외에 메시지 로그의 

양을 인 으로 조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검

사  설정 주기를 조 하는 것이다. 독립  롤백 복

구가 가능한 경우, 메시지 로그는 가장 최근의 검사

 설정 이후 수신된 메시지들의 로그만을 보 하면 

된다. 즉, 검사  설정 주기가 짧아지면 보 하여야

하는 로그의 크기가 작아지며, 검사  설정 주기가 

길어지면 로그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검사

 설정 주기를 조 하여 메시지 로그의 장 공간

을 조  할 수가 있다. 

3.3 결함 환경  컴퓨  환경에 따른 결함 내성 

서비스

   다음은 다양한 결함 환경과 이동 호스트의 컴퓨

 환경에 따른 결함 내성 기법의 선택 문제에 해 

논의한다. 먼  표 1은 시스템 내 각 이동 호스트의 

결함 발생 가능성과 상되는 이동 주기에 따른 

한 결함 내성 기법의 선택 가능성을 보인다. 

   결함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이동 호스트의 이동이 

간헐 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에서 언 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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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법  로깅 기법의 용이 가능하다. 그러

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면, 송신자 기

반 로깅 기법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분의 송신자 기반 로깅 기법에서는 송신자의 로그

가 휘발성 메모리에 장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 양측의 동시 결함 발생시에는 

결함 복구가 불가능 해진다. 한, 결함 발생 가능성

이 높은 환경에서, 이웃 호스트에 의한 검사   

로그의 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웃 호스트들과

의 통신  비용 문제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

다. 결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검사   로

그를 보 하는 이웃 호스트의 수, 즉 k값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웃 호스트들과의 통신비용이 

높은 경우, k값을 높이는 것은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동 주기

느리다 빠르다

결함 

발생 

가능성

낮다

로컬 리

지역  리

이웃 호스트에 의

한 리

송신자 기반 로깅

로컬 리

지역  리

송신자 기반 로깅

높다
로컬 리

지역  리

로컬 리

지역  리

(표 1) 컴퓨  환경에 따른 결함 내성 서비스

   이에 반해, 이동 호스트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

는, 이웃 호스트에 의한 리가 고려 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이동 호스트의 이동 주기가 짧다는 얘

기는 검사   로그를 장할 이동 호스트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빈번한 이동에 따라 

빈번하게 검사   로그를 장할 이웃 호스트의 

집합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검사  달이나, 

로그 달에 따르는 통신비용  통신 시간을 고려

해 볼 때, 검사 이나 로그의 장이 채 완료되기도 

에 해당 호스트의 이동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이동 호스트의 이동이 빈번한 환경에서 지역

 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리자의 안

정성과 인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동 호스트

와 근 한 거리에 지역 리자가 존재하여, 지역

리자 탐색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이 크지 않고, 지역

리자가 보유한 장 장소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이동 호스트의 이동시에도 검사   로그의 장기 

장이 가능하다면, 이동 호스트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도 지역  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 리

자 탐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나, 지역 리자

가 보유한 장 장소의 안정성을 확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고려 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송신자

기반의 로깅 기법에서는 메시지 로그가 송신자에 의

해 리되므로, 이동 호스트의 이동 주기와 계없

이 사용 가능하다.  

   표 1에 의하면, 모든 환경에서 용 가능한 기법

은 로컬 리 기법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 기법은 

이동 호스트가 충분한 크기의 안정된 장 장소를 

확보해야하는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고려 가능한 기법은 아니다. 결국, 이동 호스트가 보

유한 장 장소의 안정성, 이동 호스트의 이동 주기, 

결함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합 이 단이 이

루어져야 한다.  

 

4.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은 이동 컴퓨  환경을 해 제안된 결함 

내성 기법들이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 용

될 경우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 들을 논의하고,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들을 제안하 다. 재 제

안된 방안들의 실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서는 이

동 호스트의 다양한 이동 환경, 통신 환경  결함

환경에 따른 결함 내성 서비스의 소용 비용들을 조

사하고, 최 의 구동 환경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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