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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가의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과 고성능 이동 컴퓨팅 장비의 보급에 따라 이동 컴퓨팅 시장이 점차로 확
대되면서 이동 컴퓨팅 환경의 제약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제안되었고, 캐쉬 기법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이동 호스트의 위치 변화에 따라 이동 호스트의 캐쉬 내에 저장된 데이터
의 가치와 의미가 변경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이동성과 데이터의 공간 속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캐쉬 교체 방법으로 CR_LOC와 CR_REG가 제안되었다. 본 논문은 이동 컴퓨팅 환경 하에서 데이터의
공간 속성을 고려한 캐쉬 교체를 수행할 때 캐쉬 적중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
능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조건의 이동 호스트 각각에 대한 최적의 캐쉬 교체를 수행하기 위한
캐쉬 교체 선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mobile computing service market is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low-cost wireless network technology and the high-performance mobile computing devices. So it
has been proposed the research to cope with the restrictions of characteristic of the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especially much study is being done on the caching methods. Among
them new cache replacement methods - CR_LOC and CR_REG efficiently support user mobility
and spatial attributes of data. Those are based on the properties that the value and the
semantics of the data, which are stored in the cache of a mobile host, change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mobile host. In this paper, we analyze a variety of factors which affect the
cache hit-ratio of a mobile host that performs cache replacement considering the spatial
properties of data in mobile environments. Moreover,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cache
replacement algorithm based on them. Finally, we propose a new cache replacement selection
algorithm for the best cache replacement to each mobile host with a different condition.

Ⅰ. 서 론

(Mobile Computing Environment)은 사용자가 랩탑
이나 노트북 등의 이동 단말기를 사용하여 무선 통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이동 정보 기기의
발전은 컴퓨터 환경에 있어서 이동 컴퓨팅이라는

신을 통해서 사용자의 물리적인 위치와 무관하게
서버 컴퓨터의 자원과 함께 작업하는 환경을 의미
[1,2]
한다 . 최근 이동 장비의 소형화, 고성능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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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의 기반 구축에 힘입어, 작업 위치의 제약
없이 항상 최신의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좀 더 높
은 차원의 정보 서비스를 창출하고자하는 사용자들

각 요소들과 캐쉬 적중률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
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사용자 각각에
게 최적의 캐쉬 교체를 수행할 수 있는 캐쉬 교체

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동 컴퓨팅의 시장은 점차
[3]
로 확대되고 있다 . 이동 컴퓨팅 환경은 이동 지구
국(Mobile Support Station)과 이동 호스트(Mobile

선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캐쉬의
적중률 향상과 이동 호스트와 이동 지구국 사이의
데이터 요청 빈도의 감소,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의

Host 또는 Mobile Unit)로 구성된다. 이동 지구국은
고정 네트워크에 연결된 호스트들 중에서 이동 호
스트에게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이동

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역할도 담당한다 .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는 무선 통신의 좁은 대역폭에 의
해 전송 데이터 양의 제약을 받고, 전송 매체의 외

호스트의 위치 변화와 데이터의 공간 속성을 고려
한 캐쉬 교체 방법인 CR_LOC와 CR_REG에 대해
[6]
소개하고 , 제3장에서는 이동 호스트의 캐쉬 적중

부 간섭에 의한 잦은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
호스트는 시간에 따라 셀 간을 이동하면서 서로 다
른 지구국과의 연결에 의해 트랜잭션을 지속하며,

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4장에서는 성
능 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캐쉬 교
체를 수행하기 위한 캐쉬 교체 선택 알고리즘을 제

[2]
전력 소모의 제한을 갖는다 . 이러한 특징을 고려
하여 지구국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자주 요구되
는 데이터를 방송(broadcast)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 방

이동 호스트가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사용자 수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
[4]
처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 이와 함께 지구국에서

Ⅱ. 데이터의 공간 속성을 이용한 캐쉬 교체 기법

방송되는 데이터 중에서 향후 사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이동 호스트의 캐쉬에 저장하였다가 이후
사용자의 질의에 응답할 때 이용하는 기법이 도입
[5]
되었다 . 캐쉬 데이터의 사용은 질의 응답 지연 시
간을 줄이고 지구국과 이동 호스트와의 데이터 전
송량을 줄이며, 정상 상태 뿐 아니라 통신이 단절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5]
장점을 갖는다 .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지리 정보를 서비스하는 응용의
예처럼 데이터의 위치와 영역 특성을 고려하는 프
로그램의 경우, 이동 호스트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이동 호스트의 캐쉬 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가치와
의미가 변경되므로 데이터의 위치 특성과 영역 특
[6]
성을 고려한 캐쉬교체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 즉
이동 호스트의 위치와 연관된 질의를 수행하는 경
우, 데이터의 위치 특성과 영역 특성을 고려한 캐쉬
교체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캐쉬 교체 방법인 LRU
방법에 비해 높은 캐쉬 적중률을 보였으며, 이동 호
스트가 지나가는 대상 지역의 데이터 밀집 정도에
[6]
따라서도 캐쉬 교체 방법들의 성능이 변화하였다 .
본 연구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이동 컴퓨팅 환경
하에서 데이터의 위치와 영역 속성을 고려한 두 알
고리즘 CR_LOC과 CR_REG 의 성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험을 통하여

안에 대해 기술한다.

알고리즘에 기술에 필요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1] 데이터 위치 DLi (Data Location)는 데이
터 Di의 공간상의 위치로 한 점의 좌표로 표시한다.
DLi = ( Xi, Yi )■.
각각의 데이터는 공간상의 위치와 더불어 해당
데이터가 의미를 갖는 논리적 범위를 갖는데 이러
한 공간적 범위를 데이터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예
를 들어 주식 값의 범위는 한 국가 전체이며, 날씨
정보는 한 지역에 국한되고, 교통 상황 정보는 좀
[3,4]
더 좁은 범위에서 의미를 갖는다 . 동일하게 셀
내의 다양한 데이터도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갖는다. 예를 들면 1km마다 설치되어 있는
2
공중 전화는 1km 의 영역을 갖고, 10m마다 설치되
어있는 주유소는 100km2의 영역을 갖는다.

[정의 2] 데이터 영역 DRi (Data Region)은 데이터
Di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 좌측 하단과 우
측 상단 두 점의 좌표로 표시한다.
DRi = ( X1, Y1, X2, Y2 )■.
[정의 3] 이동 호스트(Hi)의 속성은 이동 호스트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중심 좌표(Xhi, Yhi)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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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의 캐쉬 영역 (CR: Cache Region)으로 구성
된다. 캐쉬 영역은 캐쉬가 처리하는 대상지역의 범
위를 나타내는 버퍼 영역(Buffeer zone)의 개념으로
이동 호스트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
CRi의 원 내부이다.
Hi = (Xhi, Yhi, CRi) ■.

(a)

(b)

(c)

그림 1. CR_LOC의 적용 예

[정의 4] 이동 호스트 Hi의 캐쉬 크기(CSi)는 이동
호스트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한 값으로 캐쉬 내에
저장 가능한 데이터의 개수로 정의한다■.
이때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데이터 레코드의
크기(size)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동 호스트는 시간에 따라 위치를 변화하는 속
성을 갖는데,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H1: 이동호스트, ❶ ~ ❺: 데이터,

: 캐쉬영역(CR)

(a) H1의 위치가 (3, 7)일 때 초기 캐쉬에는 데이터 1,
2가 저장되어 있다.
(b) H1의 위치가 (5, 5)일 때 캐쉬에는 데이터 1, 2,
4, 5가 저장된다.
(c) H1의 위치가 (7, 3)일 때 캐쉬 크기가 4이므로 2
번 데이터가 삭제되고 3번 데이터가 삽입되어 캐
쉬에는 데이터 1, 3, 4, 5가 저장된다.

의 위치는 어디인가?”와 같은 질의는 이동 호스트
의 위치에 따라 질의 결과 값이 달라진다. 즉 이동
호스트의 위치에 따라 셀 내에 존재하는 지리 데이
터가 갖는 의미와 중요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사
용자의 이동성과 데이터의 공간적 속성 (위치와 영
역)을 고려한 새로운 캐쉬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하
다.
[정의 5] CR_LOC(Cache Replacement by
LOCation of data)는 이동 호스트의 위치와 데이
터 위치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캐쉬 교체를 수행
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동 호스트의 캐쉬 교체 시 현
재의 이동 호스트의 위치와 가장 거리가 먼 데이터
가 캐쉬에서 삭제된다■.
그림1은 이동 호스트의 캐쉬 크기가 4일 때 이동
호스트가 위치를 변화하면서 CR_LOC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이다.
[정의 6] CR_REG(Cache Replacement by REGion
of data)는 이동 호스트의 위치와 데이터 영역 사이
의 거리를 기준으로 캐쉬 교체를 수행하는 알고리즘
이다. 이동 호스트의 캐쉬 교체 시 현재의 이동 호
스트의 위치로부터 데이터의 영역이 가장 멀리 위
치한 데이터가 캐쉬에서 삭제된다■.

(a)

(b)

(c)

그림 2.
CR_REG의 적용 예 :
: 데이터 영역
(a) H1의 위치가 (3, 7)일 때 초기 캐쉬에 저장된 데
이터는 1, 2, 5이다.
(b) H1의 위치가 (5, 5)일 때 캐쉬에는 데이터 1, 2,
4, 5이 저장된다.
(c) H1의 위치가 (7, 3)일 때 캐쉬 크기가 4이므로 1
번 데이터가 삭제되고 3번 데이터가 삽입되어
캐쉬에 저장된 데이터는 2, 3, 4, 5 이다.

그림 2의 (C)에서 데이터의 위치로만 비교하면
1번 데이터가 2번 데이터보다 이동 호스트의 위치
(7, 3)에 더 가깝지만 데이터의 영역이 큰 2번 데
이터가 이동 호스트의 캐쉬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 또한 5번 데이터의 영역은 (a)부터 (c)까지
지속적으로 캐쉬 영역 내에 남아 있는데 이는 데이
터 영역의 크기가 작더라도 이동 호스트의 이동 경
로 상에 존재하는 경우 계속 의미 있는 데이터로
남겨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자세한 CR_LOC
와 CR_REG의 내용은 [6]에 기술되어 있다.

Ⅲ. 이동 호스트의 캐쉬 적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그림 2는 이동 호스트의 캐쉬 크기가 4일 때
CR_REG를 적용할 때의 단계별 캐쉬 내용 변화를
나타낸다.

동적으로 변화하는 이동 컴퓨팅 환경하에서 이동
호스트의 캐쉬 적중률은 이동 호스트 자체의 성능
과 사용자의 질의 특성 그리고 이동 호스트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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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그러므로 최적의 캐쉬 교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 호스트의 캐쉬 적중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3의 예에서 현재 이동 호스트 위치에서 요
구한 데이터 중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데이터가 a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성능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정의한다. 먼저 이

라 하면 모든 검색 대상 데이터들은 바깥쪽 원 내
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때 DTO는 4이다.

동 호스트가 특정 서버가 관리하는 대상 지역을 이
동 할 때 최적의 캐쉬 교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
신의 캐쉬 크기에 적절한 캐쉬 영역 (CR)을 다음

[정의 8] 지역 밀집도 (Density of Region)는
서버에서 관리하는 전 지역의 데이터 밀집 정도에
대한 현재 이동 호스트가 위치하는 대상 지역의 데

과 같이 결정한다.

이터 밀집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희소지역, 평균
지역, 밀집지역의 3단계로 구분한다■.

CR =

Sarea × CS
Scount × Π

■.

이때 Sarea는 서버에서 관리하는 지역의 넓이
고, Scount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된 데
이터의 개수로 이동 호스트의 캐쉬 크기(CS)와 같
이 미리 정해진 값이다.
그림3은 서버에서 담당하는 10 x 10 = 100
단위(unit)크기의 지역 내에 20개의 데이터(점)
가 분포하는 예를 표현한 것이다. 이때 (5,5) 위
치에 있는 이동 호스트의 캐쉬 크기를 5 라고 가정
하고 캐쉬 크기에 적당한 캐쉬 영역을 구해보자.
Sarea는 100이고, Scount 는 20 이며, 캐쉬 크
기가 5 이므로 CR은 ≒ 2.82 이다. 즉 그림3에
서 캐쉬가 처리하는 적절한 대상 지역의 범위는 캐
쉬 영역(CR)을 반지름으로 하는 안쪽 원 내부를
가리킨다.

그림 3의 예에서 서버가 관리하는 지역을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누어 지역 밀집도를 살펴보면, 1사분
면과 3사분면은 평균 밀집도를 갖고, 제2사분면은
희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 4사분면은 밀
집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정의 9] 사용자의 질의 유형(Query Pattern)
은 이동 호스트의 사용자가 수행하는 질의가 데이
터의 어떤 속성을 중심으로 수행되는가에 따라서
구분되며, 데이터의 위치 속성 중심 질의와 데이터
의 영역 속성 중심 질의 2가지로 나뉜다■.
1. 이동 호스트의 캐쉬 크기
이동 호스트의 캐쉬 크기는 이동 호스트의 성능
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한 값이다. 현재 이동 장비
들의 메모리 크기가 수백 바이트(byte)부터 수 기
가 바이트(GB)까지 다양하고, 점차적으로 그 크기
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크기에 비해 이동 단말기의 메모리 크기는 매우 작
으므로 이동 단말기의 캐쉬 교체 정책의 중요성은
점차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때 사용자의 성능을 고
려한 캐쉬 관리를 위해 캐쉬 크기는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하는 요인이다. CR_LOC와 CR_REG 방
식의 캐쉬 교체시 캐쉬 크기의 증가에 따라 캐쉬

그림 3. 서버의 데이터 분포

[정의 7] 검색 대상 데이터의 분산도 (DTO:
Distribution degree of query Target

적중률이 증가하지만 그 기울기는 점차 줄어드는
[6]
결과를 보인다 .

Objects)는 한 위치에서 이동 호스트가 수행한
질의들에 대한 검색 결과의 대상 데이터가 지리적
으로 분산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질의의 검색

2. 검색 대상 데이터의 분산도 (DTO)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나 사용자의 질의 성향 또
는 지역에 따라 검색 대상 데이터의 분산도는 달라

대상 데이터 중에서 현재 이동 호스트의 위치로부
터 가장 멀리에 위치하는 데이터까지의 거리로 나
타낸다■.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지리 정보를
알려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도보 여행자를 위한 디
바이스에 장착하는 경우에 비해 이동하는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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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비스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서
비스되는 데이터의 지리적 분산 정도가 커지게 된
다. 또한 캐쉬 교체 시 DTO의 결정은 사용자마다

같이 대상 데이터의 영역(Region) 속성을 기준
으로 하는 질의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데이
터의 영역 속성 중심 질의라 한다.

고유한 값을 적용할 수도 있고, 서버에서 일정 값
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사용자에
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Ⅳ. 성능 평가 결과

각각의 이동 호스트가 지금까지의 질의에 의한
DTO의 평균값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유한 값을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자의 질의 형태가 이동 호스
트의 위치와 근접한 데이터를 주로 접근하는 경우
에는 DTO값이 작고, 이와 반대로 질의의 형태가
이동 호스트의 위치와 무관하거나 멀리 위치한 데
이터까지 접근하는 경우에는 DTO값이 클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서버에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의들을 분석하여 DTO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
를 서버의 영역 내의 모든 이동 호스트에게 적용하
는 경우로 서버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
라 특정 형태의 질의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적
용 가능한 방법이다.
3. 지역의 밀집도
서버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서로 다른 밀집도를 갖는다. 예를 들어 한 도시 내
의 상점들에 대한 지리 정보를 갖는 데이터베이스
인 경우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가운데에 비
해 공원이나 변두리 지역의 데이터는 희소한 분포
를 갖게 된다. 즉 같은 넓이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상 데이터의 수가 달라지므
로 캐쉬 교체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 호
스트가 지나가는 대상 지역의 데이터 밀집도를 고
려해야 한다.
4. 사용자의 질의 유형
캐쉬 교체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사용자의 질의 유형이며 응용 프로그램
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접근되는 데이터
가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을 많이 접근하는 응용 프
로그램의 질의는 데이터의 시간속성을 중심으로 처
리되는 질의이다. 이에 반해서 이동 컴퓨팅 환경
하에서 움직이는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A 지점
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와 같이 대상 데이터의
위치(Location)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질의를 주
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데이터의 위치 속성 중심
질의라 하고, "현재 위치에 백화점을 신설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재래 시장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와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4가지 기준을 바탕
으로 데이터의 공간 속성을 고려한 두 가지 캐쉬
교체 방법 CR_LOC와 CR_REG 방법을 비교
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동 호스트의 성능과 환경에 따른 최적의 캐쉬 교체
를 수행할 수 있는 캐쉬 교체 선택 알고리즘
(Cache
replacement
selection
algorithm)을 제시한다. 논문에서 수행한 캐쉬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평가는 서대문구 지역의
공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Informix Universal Server
와 Informix Spatial Datablade Module을 사용하여
[7,8]
구현하였고 , 이동 호스트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다양한 조건하에서 캐쉬 교체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의 기준인 적중률(hit ratio)은 발생
한 전체 질의 수에 대하여 이동 호스트의 캐쉬에
질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비율로 측정한
다.
[정의 10] 캐쉬 적중률
=

캐쉬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질의 수
전체질의수

* 100(%)■.

1. 실험1: 검색 대상 데이터의 분산도의 변화에
따른 캐쉬 적중률 변화
동일한 캐쉬 크기를 갖는 이동 호스트가 동일한
지역 밀집도를 갖는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검색 대
상 데이터의 분산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캐쉬 적중
률이 변화하는 것을 살펴본다. 이때 사용자의 질의
유형은 데이터의 영역 속성 중심 질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4는 캐쉬 영역은 9일 때 DTO를 변화
하면서 CR_REG을 이용하여 캐쉬 교체를 수행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DTO
가 캐쉬 영역보다 작은 경우는 이동 호스트의 캐쉬
크기가 질의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수보다 많기
때문에 높은 캐쉬 적중률을 보이는 반면 DTO의
크기가 캐쉬 영역보다 커지는 DTO 9를 기준으로
캐쉬 적중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는 이동 호스
트의 캐쉬 크기가 질의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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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은 경우 지속적인 캐쉬 교체가 발생하면서
캐쉬 적중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실험1의 결과는
CR_REG의 적용이 사용자의 위치에서 일정한 범
위 내의 질의가 주로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
기 때문에 질의 대상 데이터의 분산도가 일정한 수
준 이하인 경우에 적합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그림 5. 영역 중심의 사용자 질의 유형에서 지
역의 밀집도에 따른 캐쉬 교체 알고리즘별 캐쉬
적중률 변화

그림 4. 캐쉬 영역이 9 인 경우 DTO의 변화에
따른 캐쉬 적중률 변화

2. 실험2: 지역의 밀집도와 사용자 질의 유형에
따른 캐쉬 교체 알고리즘별 캐쉬 적중
률 변화
실험 2에서는 이동 호스트가 이동하는 대상 지역
의 밀집도와 사용자의 질의 유형별로 캐쉬 교체 알
고리즘들의 캐쉬 적중률 변화를 실험하였다. 즉 대
상 지역의 밀집도 (Density of Region)가 희
소한 곳과 밀집된 곳 각각에 대해 캐쉬 교체 알고
리즘별로 캐쉬 적중률을 비교하는데 사용자의 질의
유형을 영역 중심 질의와 위치 중심 질의로 구분하
여 차이를 살펴본다. 사용자의 질의 유형이 데이터
의 영역 중심인 것의 결과는 그림5와 같고 질의 유
형이 데이터의 위치 중심인 것은 그림6과 같다.
두 가지 질의 유형 모두 지역의 밀집도가 희소한
경우에는 CR_REG 방법이 CR_LOC 방법에 비
해 우수한 캐쉬 적중률을 나타내고, 지역의 밀집도
가 밀집한 경우에는 CR_LOC 방법이 CR_REG
방법에 비해 우수한 캐쉬 적중률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는 일정한 범위의 영역을 처리할 때 캐쉬
에서 담당하는 데이터의 양이 CR_LOC 방법에
비해 CR_REG 방법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이동 호스트가 평균 데이터 밀집도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동
호스트의 영역과 겹쳐지는 데이터를 캐쉬 내에 모
두 저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캐쉬 교체 발생에 의해 CR_REG 방법
의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같은
경로를 지나고 같은 크기의 캐쉬를 갖는 경우라 할

그림 6. 위치 중심의 사용자 질의 유형에서 지
역의 밀집도에 따른 캐쉬 교체 알고리즘별 캐쉬
적중률의 변화

지라도 질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적중률을 나타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질의 유형에 따라서
캐쉬 교체 알고리즘의 선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림5와 같이 사용자의 질의 유형이
데이터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밀집 경
로를 지나는 경우에서도 CR_REG 방법이
CR_LOC방법에 비해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며 이와는 반대로 데이터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질의가 많은 그림 6의 경우 밀집 경
로에서는 CR_LOC 방법이 CR_REG 방법에 비
해 월등히 높은 적중률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동 호스트들이 서로 다른 지역 밀집도를 갖는 지
역을 이동할 때 더 우수한 캐쉬 적중률을 위해서
사용자의 질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실험3: 캐쉬 요구 비율(CRR) 변화에 따른 캐
쉬 교체 알고리즘별 캐쉬 적중률
실험 1,2의 결과에 의하면 이동 호스트의 캐쉬
성능은 캐쉬 크기, 검색 대상 데이터의 분산도, 지
역의 밀집도, 사용자의 질의 유형, 캐쉬 교체 알고
리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좀 더 효과적인 캐쉬 교체 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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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크기, DTO 및 지역의 밀집도를 반영하는 새
로운 파라메터인 캐쉬 요구 비율(CRR : Cache
Requirement Rat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캐쉬 교체 알
고리즘의 선택 기준이 변경되는 CRR 값을 CRR
의 Cross Point (CP)라고 정의한다. 즉 실험3

CRR 변화에 따른 캐쉬 교체 알고리즘별 캐쉬 적
중률을 실험한다.

에서 CP 값은 40이다.
[정의12] CRR의 Cross Point (CP): CRR

[정의 11] 캐쉬 요구 비율 (CRR : Cache
Requirement Rate)은 이동 호스트가 사용자
의 질의에 대해서 100 % 응답하기 위해서 요구되

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캐쉬 적중률이 더 우수한
캐쉬 교체 알고리즘이 CR_REG에서 CR_LOC
로 변경되는 데 이렇게 캐쉬 교체 알고리즘의 선택

는 캐쉬 크기에 대한 비율로 DTO 범위 내에 존
재하는 데이터의 수를 캐쉬 크기로 나눈 값의 %로
나타낸다.

이 변경되는 시점의 CRR값을 Cross Point
(CP)라고 한다■.

캐쉬 요구 비율 =
DTO 범위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 *100 (%)■.
캐쉬 크기

4. 실험4: 사용자 질의 유형 변화에 따른 CP 값
의 변화
실험 4는 CP가 사용자의 질의 유형에 따라 변화

그림3의 예에서 DTO범위 내에 존재하는 데이
터의 수는 8이고 캐쉬크기는 5이므로 이때의

하는 것을 실험한다. 그 결과 질의 유형이 데이터
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CP 값이 작
고 질의 유형이 데이터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CRR은 8/5 *100 = 160%로 해당 위치에서
이동 호스트가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서 100 % 응
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캐쉬 크기의 1.6배에 해당
하는 크기의 캐쉬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실험3은 다양한 크기의 캐쉬를 갖는 이동 호스트
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밀집도를 갖는 지역을 통
과하면서 CR_LOC와 CR_REG 두 가지의 캐쉬
교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캐쉬 요구 비율(CRR)
의 변화에 따른 캐쉬 적중률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질수록 CP 값이 커진다. 이러한 CP 값의 변화는
서버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서버에서 데이터 방송 시 함께 전송할 수
있는 값이다. 그림8은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
이터 집합의 경우 사용자 질의 유형 변화에 따른
CP 변화 결과를 나타낸다.
5. 캐쉬 교체 선택 알고리즘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8. 질의 유형별 CP 변화

그림 7. CRR변화에 따른 캐쉬 교체 알고리즘별
캐쉬 적중률 변화

CRR값이 작은 경우에는 CR_REG이 더 우수
한 캐쉬 교체 성능을 나타내고 반대로 CRR의 값
이 큰 경우에는 CR_LOC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의 경우 CRR 값
40을 기준으로 40 이하에서는 CR_REG 방법이
더 우수하고 40 이상에서는 CR_LOG 방법이 더

이동 호스트의 수가 증가하고 이동 호스트의 성
능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캐쉬 관리에 대
한 권한은 서버에서 이동 호스트로 이전되는 것이
[5]
바람직하다 . 본 연구에서는 캐쉬 교체에 대한 권
한을 이동 호스트가 갖는 것으로 가정하며, 동적으
로 변화하는 이동 컴퓨팅 환경하에서 사용자의 성

능과 대상 지역의 데이터 특색 그리고 응용 프로그
램의 특징에 따르는 질의 유형에 따라 사용자 개개
인에게 최적의 캐쉬 교체를 수행하기 위한 캐쉬 교
체

선택

알고리즘

(Cache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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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algorithm)을 제시한다. 이때 캐쉬
의 크기, 검색 대상 데이터의 분산도, 사용자의 질
의 유형 등의 정보는 이동 호스트가 갖고 있고 서

있다. 그러나 이동 컴퓨팅 환경은 좁은 대역폭과
잦은 단절, 전력 소모의 제한과 시간에 따른 이동
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버가 관리하는 지역의 넓이 및 데이터 집합의 개수
와 분포, 질의 유형에 따른 해당 지역의 CP값들
등의 정보는 서버가 관리한다고 가정하자.

기반으로 하는 응용 시스템과는 다른 많은 문제점
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제안된 캐쉬 교체 알고리즘들 중 시간

캐쉬 교체 선택 알고리즘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이동 호스트가 새로운 서버가 관리하는 지역
으로 진입하면서 서버와 연결되면(ⓐ) 첫째, 이동

에 따른 사용자의 이동성과 데이터의 공간 속성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밀집도를 갖는 지역을 이동하는
이동 호스트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

호스트는 서버가 방송하는 서버 관리 지역의 크기
와 데이터의 전체 개수, 지역의 CP 값들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 둘째, 이동 호스트는 자신의

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캐쉬 교체 방법인
CR_LOC와 CR_REG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변

캐쉬 크기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평균 밀집도와
자신의 캐쉬 크기에 적합한 캐쉬 영역(CR)의 크
기를 구하고(ⓒ), 서버에서 방송된 CP 값들 중 자

즘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캐쉬 크기,
검색 대상 데이터의 분산도, 지역의 데이터 밀집도,
사용자의 질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준에

신의 질의 유형에 맞는 기준 CP 값을 결정한다
(ⓓ). 셋째, 이동 호스트는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방송하는 현재 위치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듣고 있

대해 이동 호스트의 위치와 연관된 질의에 대한 처
리를 수행하는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캐쉬 적중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다가(ⓔ), 이동 호스트의 위치와 고유한 DTO 값
에 따라 해당 위치에서의 CRR을 결정한다(ⓕ).
넷째, 이동 호스트의 현재 위치에서의 CRR이 ⓓ

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성능과 질의 유형을 갖는 각각의 이동 호스트가
최적의 캐쉬 교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캐쉬 교체

에서 결정한 이동 호스트의 기준 CP 보다 작은 경
우는 CR_REG 방법에 의한 캐쉬 교체를 수행하
고(ⓖ), 더 큰 경우는 CR_LOC 방법에 의한 캐

선택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이동 호스트가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위
치와 영역 특성을 고려한 캐쉬 교체 알고리즘을 수

쉬 교체를 수행한다(ⓗ). 이를 요약한 것이 그림9
와 같다.

행하는데 적합한 서버의 데이터 방송구조 즉 어떤
directory 구조로 데이터를 방송하는 것이 적합

cache_replacement_selection()

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화하는 이동 컴퓨팅 환경 하에서 캐쉬 교체 알고리

{
Connect Server ;ⓐ
Get Server_region , Data_count, CRR_Cross_Point ;ⓑ
Compute CR ;ⓒ
Set base_CP;ⓓ
While Current_Position is included in Server_region
{ Get Broadcast Data ; ⓔ
Compute Current_CRR; ⓕ
IF( Current_CRR < base_CP )
Cache_Replacement_Algorithm = CR_REG ;ⓖ
ELSE Cache_Replacement_Algorithm = CR_LOC;ⓗ
}
}

그림9. 캐쉬 교체 선택 알고리즘

Ⅴ. 결 론
최근 차세대 고속 무선 통신망의 기반 구축과 이
동 컴퓨팅 단말기의 보급 확대를 기반으로 위치의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실시
간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늘어나
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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