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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높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의 선행 처리가 항상 보장되어야 한

다. 비  병행수행제어 방법은 충돌 발생 시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을 철회 는 기시킴으로써 충돌

을 해결한다. 그런데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경우, 낮

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불필요하게 철회되거나 기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마감시간을 과할 트랜잭션을 미리 시스템에서 제거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낮은 우선

순 를 갖는 트랜잭션이 불필요하게 철회되거나 기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성능평가를 통해 트랜잭션의 

마감시간 과 비율 측면에서 기존의 방법들 보다 우수함을 보인다.

 
 ■ 중심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병행수행제어∣우선순위∣

Abstract

It always must guarantee preceding process of the transaction with the higher priority in 

real-time database systems. The pessimistic concurrency control method resolves a conflict 

through aborting or blocking of a low priority transaction. However, if a high priority 

transaction is eliminated in a system because of its deadline missing, an unnecessary aborting 

or blocking of a low priority transaction is occurr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method 

eliminates a transaction that is about to miss its deadline. And it prevents needless wastes of 

resources and eliminates unnecessary aborting or blocking of a low priority transaction. It is 

shown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existing 

methods in terms of the deadline missing ratio of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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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디스크 기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응용들

뿐만 아니라 주기억장치 기반의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 응용들이 보편화 되고 있다. 실시간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여러 실시간 트랜잭션들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획득하고 해당 데이터를 처

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합이 미리 정해진 마감시간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실시간 트랜잭션들은 

마감시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향

에 따라 큰 재앙이나 막 한 손실을 가져오는 하드 실

시간(hard real-time) 트랜잭션과 결과의 가치가 상실

되어 버리는 펌 실시간(firm real-time) 트랜잭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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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감시간 과 시부터 결과의 가치가 차 으로 떨

어지는 소 트 실시간(soft real-time) 트랜잭션으로 분

류된다. 하드 실시간 트랜잭션은 반드시 마감시간 이내

에 실행되어야 하고, 펌 실시간 트랜잭션은 가능한 많

은 수의 트랜잭션이 마감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1-4].

시스템 내에서는 여러 트랜잭션들이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해 경쟁하면서 기 시간이 증가되거나 재

시작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러한 시간 지연 문제는 

트랜잭션의 체 인 수행 시간을 길어지게 만들고 결

국 트랜잭션이 마감시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게 하는 방

해요인이 된다.

가장 일반 인 병행수행제어 기법인 2단계 잠 (two 

phase locking) 기법은 데이터 객체를 근할 때마다 

잠 을 설정하고 트랜잭션 종료 시에 모든 잠 을 한꺼

번에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원 경쟁을 해결한다. 디스크 

기반 시스템에서 잠  연산이 디스크 입출력 시간에 비

해 매우 빠르게 수행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 인 방법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스템 부하가 증가하는 경우 

잠  설정  충돌 검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연산 비용  복잡한 잠  테이블을 유지하는 비용이 

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1-4].

주기억장치 기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모

든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상주시키고 로그, 백업, 용

량 데이터 등 일부 데이터에 한하여 디스크를 사용한

다. 디스크 기반 시스템에 비해 트랜잭션의 수행이 빠

르게 이루어지면서 잠  유지 시간도 짧아지게 되므로 

충돌 발생 확률이 하게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런 상황에서 2단계 잠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잠  연

산 비용이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커

지는 상이 발생되기도 한다[5][6]. 

주기억장치 기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잠  연산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실시간 트랜잭션의 병

행수행제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이 

정  잠  기법이다. 데이터 객체를 근할 때마다 잠

을 설정하는 2단계 잠  기법과 달리 이 기법에서는 

트랜잭션의 시작 시 에서 필요한 모든 잠 을 한꺼번

에 요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트랜잭션은 근하고자 하

는 모든 데이터 객체에 한 잠 을 모두 획득한 경우

에만 수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일단 수행을 시작한 트

랜잭션은 잠  충돌로 기하지 않고 수행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

수행 인 트랜잭션이 필요한 모든 데이터 객체에 

한 잠 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다른 트랜잭션들이 동일

한 데이터 객체를 획득하기 해 기하는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교착상태(deadlock)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다. 한 트랜잭션의 시작 시 에서 한꺼번에 잠  

연산을 수행하므로 잠  리가 매우 단순해진다.

많은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응용들 에

는 마감시간 정보만을 우선순 에 반 하여 보다 많은 

수의 트랜잭션이 마감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경우

도 있으나, 트랜잭션 가치의 경 에 따라 최  개수를 

수행시키기 보다는 최고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응용들

도 있다. 이와 같은 응용에서는 펌 실시간 트랜잭션들

의 마감시간 과비율을 최소화 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요도를 고려한 작업 순서 제어를 통해 체 인 작업

수행 결과의 가치를 최 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해 요도가 높은 트랜잭션을 분류하고 다른 일반 

는 낮은 요도를 갖는 트랜잭션들보다 먼  처리되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게 마감시간 보다 요도 

벨을 우선 으로 고려한 충돌 해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결과에 한 가치를 최 화하는 측면에서는 큰 이

득을 볼 수 있으나 마감시간 과 비율이 체 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펌 실시간 트랜잭션의 마감시간 과는 실행 결과의 

무의미함과 더불어 자원의 불필요한 사용으로 다른 트

랜잭션들에게 방해가 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마감시간

을 지키지 못하는 펌 실시간 트랜잭션은 잠  획득 과

정에서 미리 발견되고 시스템에서 제거되어야 마땅하

다. 이 게 높은 우선순 를 갖는 펌 실시간 트랜잭션

의 불필요한 실행을 막게 되면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들이 불필요하게 철회되거나 잠  획득을 

해 오랜 시간 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

은 수의 트랜잭션들이 마감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주기억장치 기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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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짧은 시간에 트랜잭션의 수행 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실시간 응

용이 보편화 되면서 트랜잭션의 수행 시간도 길어지고, 

제한된 시스템 자원 하에서 모든 실시간 트랜잭션들이 

마감시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시스템 자원 하에서 보다 많은 

수의 실시간 트랜잭션이 마감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

록 하는 새로운 병행수행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실시간 데

이터베이스를 한 다양한 병행수행제어 기법들을 살

펴보고, 3장에서는 새로운 병행수행제어 기법을 제안한

다. 4장에서 성능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데이터 객체를 근할 때마다 잠 을 설정하고 트랜

잭션 종료 시에 모든 잠 을 한꺼번에 해제하는 방법으

로 자원 경쟁을 해결하는 2단계 잠  기법은 가장 일반

인 병행수행제어 기법이지만 실시간 트랜잭션의 우

선순 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에 의해 높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

션이 기하게 되는 우선순  역 (priority inversion) 

문제를 발생시킨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합하도록 실시간 특성을 고려하여 2단계 잠  기법을 

개선한 방법이 2PL-HP(two phase locking with high 

priority)이다. 2PL-HP는 충돌 해결을 해 항상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을 철회 는 기시키고, 높

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이 먼  수행되도록 한다. 

를 들어,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미리 획득한 자

원을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나 에 요구하는 경우,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의 수행을 철회시키고 높은 우

선순  트랜잭션이 선 하도록 한다. 반 로 높은 우선

순  트랜잭션이 갖는 자원을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

이 요구하는 경우,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을 기시키

고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의 계속 수행을 보장한다. 

이 게 높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을 항상 우선

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선순  역  문제가 해결되고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응용에 합하다.

그러나 펌 실시간 트랜잭션을 다루는 경우 2PL-HP 

기법은 시스템의 효율을 하시키는 문제 을 갖는다. 

그것은 수행 인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을 철회시키

고 해당 자원을 획득한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마감

시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불필요하

게 재 시작된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들까지 마

감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추가 인 시스

템 자원 경쟁을 유발하면서 체 인 효율을 떨어뜨리

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불필요하게 철회되는 것

을 방지하기 해 제안된 것이 조건부 재시작 기법이

다. 이 기법은 충돌 발생 시 에서 재 실행 인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의 남아있는 수행시간을 계

산하고 충돌을 야기한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의 여유

시간을 단하여 여유시간 내에 남은 수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경우에 재 수행 인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의 

계속 인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의 남은 수행 시간과 기 인 높은 우선

순  트랜잭션의 여유 시간을 어느 정도 측할 수 있

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철회되지 않고 계속 수

행되던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다른 트랜잭션과 

충돌하여 철회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하고 있던 트랜

잭션이 해당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고 결국 마감시간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트랜잭션 철회 비용이 아주 큰 경우에는 앞서 수행

인 트랜잭션의 계속 인 수행을 보장해 주는 우선순  

상속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에서는 앞서 수행 인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과 동일한 자원을 요청하는 높

은 우선순  트랜잭션 간에 충돌이 발생하 을 때 높은 

우선순 를 갖는 자원 요청 트랜잭션을 기시키고 이 

트랜잭션의 우선순 를 수행 인 낮은 우선순  트랜

잭션에게 상속해 다. 그리고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

이 정상 으로 수행을 완료하면 기하던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해당 자원을 획득하여 처리하게 된다.

지 까지 살펴본 실시간 병행수행제어 기법들은 모

두 충돌 검사와 재시작이 충돌 발생 시 에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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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이다. 이와 달리 충돌 검사와 재시작이 트랜잭션 

완료 직 에 수행되는 방법이 낙  병행수행제어 기

법이다. 낙  병행수행제어 기법은 트랜잭션의 처리 

과정을 읽기, 검사 그리고 쓰기 단계로 구성한다. 읽기 

단계에서는 트랜잭션의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로컬 

역으로 복사한 후 처리하고, 검사 단계에서는 완료 

는 재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트랜잭션 충돌 검사를 실

시한다. 그리고 쓰기 단계에서는 완료가 보장된 트랜잭

션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반 한다. 충돌 검사는 

재 수행 인 트랜잭션들을 상으로 충돌 여부를 

별하는 순방향 검사와 이미 완료된 트랜잭션들을 상

으로 충돌 여부를 별하는 역방향 검사가 있다. 순방

향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충돌 해결 방

법에 따라 재 수행 인 트랜잭션들을 모두 재시작 시

키거나, 검사 단계 트랜잭션 하나만을 재시작 시킨다. 

역방향 검사의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되면 이미 완료된 

트랜잭션들의 데이터 일 성 보장을 해 항상 검사 단

계에 있는 트랜잭션이 철회되어 재시작 된다.

낙  병행수행제어 기법은 검사 단계에서 충돌 검

사  해결이 이루어지므로 블로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돌을 재시작으로만 해결하기 때문에 블로킹

과 재시작을 히 사용하는 2PL-HP 기법에 비해 불

필요한 재시작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낙  병

행수행제어 기법은 자원 경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유

리하고, 2PL 기반의 비  병행수행제어 기법은 자원 

경쟁이 심한 경우에 합하다[1-5].

III. 제안하는 병행수행제어 기법

정  잠  기법에서는 트랜잭션이 잠 을 요청한 여

러 테이블 에서 어느 한 테이블이 잠  충돌인 경우 

모든 테이블의 잠  요청 리스트에서 기한다. 그러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높은 우선순  트

랜잭션이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을 철회시키고 잠

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잠  획득으

로 인해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이 곧바로 수행

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기하다가 결국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여 보다 많은 수의 트랜잭

션들이 마감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하는 병행수행제어 기법은 주기억장치 기반 실

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해 정  잠  기법을 기

반으로 한다. 우선순  정보에 따라 충돌 발생 시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의 선 을 보장한다. 그러나 자원을 

선 하는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의 불필요한 수행을 

사 에 제거하여 낮은 우선순  트랜잭션들의 불필요

한 기로 수행시간이 증가되고 마감시간 과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1. 개요
트랜잭션은 필요한 모든 테이블의 잠 을 일  획득

한 후 수행을 시작한다. 잠  획득 과정에서 충돌이 발

생되면 자원을 유하고 있는 트랜잭션(TH)과 요청 트

랜잭션(TR)의 우선순 (P)를 비교하게 된다.

요청 트랜잭션의 우선순 가 더 높지 않은 경우

(P(TR) ≤ P(TH)), 잠  획득을 해 해당 테이블의 

기 리스트에 추가된다. 반면에 더 높은 우선순 를 갖

는 경우(P(TR) > P(TH)), 실행가능성 검사를 수행하여 

마감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한 경우 자원을 선 하게 하

고, 그 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서 제거시킨다.

실행가능성 검사는 마감시간까지 남아있는 시간

(D(Ti) - t)과 상수행시간(E(Ti))을 비교하여 해당 

트랜잭션(Ti)이 마감시간 내에 정상 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것이다.

D(Ti) - t ≥ E(Ti)

상수행시간은 트랜잭션 타입별로 일정한 값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주변 환경  시스템 부하 변동 등에 

따라 그 값이 조 씩 변할 수 있으므로 수행시간 변화 

자료를 지속 으로 찰하여 최 의 값을 측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2. 예상수행시간
각 트랜잭션 타입별로 상수행시간을 계산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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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방법1] 최  수행 시 (t0)에서부터 직  수행 시

(ti-1)까지의 모든 수행기록의 평균값을 상

수행시간으로 사용한다.

[방법2] 직 (t
i-1) 수행 시간을 트랜잭션의 상수행

시간으로 결정한다.

[방법3] 최근 2번(ti-2, ti-1) 수행 시간의 평균값을 이용

한다.

[방법4] 최근 3번(ti-3, ti-2, ti-1) 수행 시간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방법5] (t
i-2)까지의  평균과 직 (ti-1) 수행 시간

과의 간 값을 이용한다.

상수행시간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한 결과 값과 실

제 수행시간을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여러 가지 방

법들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수행시간과의 오차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해 [그

림 2]를 살펴보자.

방법1은 계산상의 복잡성과 재의 시스템 부하변동

률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법5도 

방법1보다는 오차가 으나 비슷한 단 을 갖는다. 방

법2와 방법4는 실제 수행시간과 매우 유사하지만 방법3

에 비해 오차가 다소 큼을 알 수 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법3은 실제수행시간과 약 3～5%정도의 근

소한 오차를 보인다. 그리고 계산 방법도 간단하고 시

스템 부하 변동에 따른 변화율도 제 로 반 하고 있으

므로 상수행시간 계산에 가장 합하다.

실제 수행시간과의 오차는 상향 곡선인 경우와 하향 

곡선인 경우로 구분하여 보완해주어야 한다. 상향과 하

향을 구분하는 것은 t
i-2 시 의 수행시간과 ti-1 시 의 

수행시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쉽게 구  가능하

다. 상향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t
i-2 시 의 수행시간보

다 ti-1 시 의 수행시간이 길다.) 실제 수행시간보다 

상수행시간이 약간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

여 마감시간 내에 처리 여부를 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하향 곡선에서는 오히려 실제수행시

간보다 상수행시간이 약 3～5%정도 더 큰 값을 갖는

다. 그래서 이 상수행시간을 그 로 실행가능성 검사

에 사용한다면 마감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했던 일부 트

랜잭션들이 실행불가능 단을 받고 시스템에서 제거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트랜잭션의 

수행시간 변화가 하향 곡선으로 단된 경우에 한하여 

상수행시간을 5% 여서 실행가능성 단에 사용하

면 된다.

그림 1. 예상수행시간 계산 결과

그림 2. 예상수행시간 계산 오차

IV. 성능 평가

성능평가 척도로 사용한 것은 트랜잭션의 마감시간 

과 비율이다. 여기에서 마감시간 과 비율이란 체 

수행시킨 트랜잭션들 에서 마감시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철회된 트랜잭션의 개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다. 성능 비교는 2단계 잠  기반의 실시간 병행수행제

어 기법인 2PL-HP와 실시간 주기억장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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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한 정  잠  기법을 상으로 하 다.

성능평가에 사용된 컴퓨터는 인텔 펜티엄 IV 로세

서, 2GHz, 512MB이며, OS는 도우즈 2000, 컴 일러

는 비주얼 C++을 사용하 다. 성능평가에 사용된 시스

템 라미터는 [표 1]과 같다. 성능평가를 해 100가지 

타입의 트랜잭션을 정의하 고, 우선순  벨을 10개

로 구분하여 총 10,000개의 펌 실시간 트랜잭션을 수행

시켜 보았다. 트랜잭션 수행 에 근하는 테이블 수

는 평균 5개이고, 여유시간은 수행시간의 100～600%로 

하 다.

라미터 내  용 설정 값

DBSize 데이터베이스 크기 100 (relations)
TransSize 평균 접근 테이블 수 5 (relations)
CPUtime 평균 처리 시간 5 (ms)
UpdateRatio 쓰기 비율 50 (%)
NumLevels 우선순위 레벨 수 10 (개)
NumTrans 트랜잭션 수 10,000 (개)
NumTypes 트랜잭션 타입 수 100 (개)
Slack 트랜잭션의 여유시간 100~600 (%)

표 1. 시스템 파라미터

상수행시간을 이용해 새롭게 수행되는 트랜잭션과 

재시작 되는 펌 실시간 트랜잭션의 실행가능성을 단

하고 마감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시스템에서 제거시킨다.

그림 3. 마감시간 초과비율

마감시간 과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당 트랜잭션 도착율이 작은 경우에는 부분의 트랜

잭션이 충돌 없이 정상 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마감시

간을 과하는 트랜잭션이 많지 않다. 그러나 당 트

랜잭션 도착율이  커지면서 트랜잭션간의 충돌 발

생 빈도가 높아지고 충돌 해결 과정에서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들은 철회되거나 기시간이 증가하

면서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된다.

제안하는 기법은 정  잠  기법에 비해 10%, 

2PL-HP 기법에 비해 18% 만큼 마감시간 과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한 상수행시간 

계산을 통해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에게 자원을 할당

하기 에 실행가능성 검사를 수행하고,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불필요하게 수행되는 문제를 미리 제거했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제거된 트랜잭션에 의해 다른 

트랜잭션들이 불필요하게 철회되거나 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체 인 시스템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마감시간 내에 처리되는 트랜잭션의 수를 극 화시켰

다.

2PL-HP 기법의 경우 자원을 소유하고 있던 낮은 우

선순  트랜잭션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고 철회되어 

재시작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해당 자

원을 획득한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마감시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경우, 불

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낮은 우선순  트랜

잭션은 불필요한 철회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반 로 높은 우선순 를 갖는 펌 실시간 트랜잭션이 자

원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

랜잭션이 해당 자원을 요청하는 경우, 당연히 높은 우

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의 계속 인 수행을 보장한다. 

그런데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이 마감시간 내에 완료

가 불가능하여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경우 불필요한 자

원의 낭비를 래함은 물론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

잭션의 불필요한 기로 인해 마감시간 과 비율이 높

아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정  잠  기법에서도 마감시

간 내에 수행을 완료할 수 없는 높은 우선순  트랜잭

션이 데이터 객체에 한 잠 을 획득하도록 허용함으

로써 기 인 다른 트랜잭션의 기 시간을 증가시키

고 결국 많은 수의 트랜잭션들이 마감시간 내에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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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할 수 없게 하는 연쇄 인 마감시간 철회 문제를 

야기한다.

V. 결 론

제안하는 병행수행제어 기법은 주기억장치 기반 실

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해 정  잠  기법을 기

반으로 한다. 우선순  정보에 따라 충돌 발생 시 높은 

우선순  트랜잭션의 선 을 보장한다. 그리고 마감시

간 내에 수행을 완료할 수 있는 트랜잭션에게 자원을 

할당한다. 이를 통해 높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의 

불필요한 수행을 막고 낮은 우선순 를 갖는 트랜잭션

의 불필요한 작업 지연  철회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많은 수의 트랜잭션들이 마감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

록 한다.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 2PL-HP 기

법과 정  잠  기법을 비교 상으로 하 다. 성능평

가를 통해 당 트랜잭션 도착율이 높아질수록 제안하

는 기법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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