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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객체의 구조와 응용의 의미를 이용하여 특정 객체의 단편 및 관련 객체에 대해 이동 클라이언트에서 독립

적으로 갱신 연산을 수행한 후 재 연결 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충돌 해결을 수행함으로써 클라

이언트들과 서버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접속 단절 상태에서도 서버의 객체들에 대한 갱신 연산이 효과적으

로 이뤄지도록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와 갱신 충돌 탐지 및 해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서버측 DB의 데이터를 이동 클라이언트측 내장 DB로 복제하고, 서버는 그 내용 및 복제 시간을 관리하는 

관리단계와, 이동 클라이언트가 접속 단절된 동안에 발생한 데이터 변경에 대하여, 재 접속된 후 이동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그 변경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데이터 동기화단계와,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데

이터의 일관성을 해치는 오류를 탐지하고 탐지된 오류를 해결하는 충돌 탐지 및 해결 단계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이동 클라이언트, 데이터 동기화, 데이터 충돌, 체크인/체크아웃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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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RC 리스트의 자료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RC 프로토콜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에 관한 것이며, 보

다 상세히는 객체의 구조와 응용의 의미를 이용하여 특정 객체에 대한 단편 및 관련 객체를 클라이언트의 DB에 복사

하여 독립적 갱신 연산을 수행하고 재 연결 시에 변경사항에 대해 데이터 동기화 및 충돌 해결을 통해 데이터의 일관

성을 유지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이 접속 단절 상태에서도 서버의 객체에 대한 갱신 연산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이동 전자상거래는 통신 수단의 대역폭이 유선 네트워크에 비하여 낮은 불안정한 무선 네트워크이며, 휴

대형 정보 기기 역시 PC에 비해 컴퓨팅 파워, 메모리, 저장공간 등의 자원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P

C 기반 전자상거래에 비해 많은 제약사항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 전자상거래 환경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동 기기들과 서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간에 필요에 따라

무선 통신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복제하여 지역적으로 관리하며 오퍼레이션을 하고,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무선 

기기와 서버 시스템간의 데이터를 동기화 시키는 기술이 요구된다.

즉, 이동중인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이동 통신 기기,

예를 들어, PDA, 노트북, 핸드폰 등의 정보 기기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동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여 정보의 원천이 되는 유선 환경의 서버측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무선기기에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동 전자상거래 및 기타 응용 분야를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상의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클라이

언트-서버간 데이터 동기화 방법과 그 동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갱신 데이터 충돌 탐지 및 해결 방법이 요구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 및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객체의 구조와 응

용의 의미를 이용하여 특정 객체의 단편 및 관련 객체에 대해 이동 클라이언트에서 독립적으로 갱신 연산을 수행한 

후 재 연결 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충돌 해결을 수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과 서버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접속 단절 상태에서도 서버의 객체들에 대한 갱신 연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모바일 환

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와 갱신 충돌 탐지 및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은, 다수의 이동 클라이언트들과 데이터베이스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방법에 있어서, 서버측 DB의 데이

터를 이동 클라이언트측 내장 DB로 복제하고, 서버는 그 내용 및 복제 시간을 관리하는 관리단계; 이동 클라이언트가

접속 단절된 동안에 발생한 데이터 변경에 대하여, 재 접속된 후 이동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그 변경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데이터 동기화단계; 및 상기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해치는 

오류를 탐지하고 탐지된 오류를 해결하는 충돌 탐지 및 해결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본 발명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방법은, 크게 복제 관리단계와, 데이터 동기화단계와, 충

돌 탐지 및 해결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기 복제 관리단계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서버측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클라이언트측 내장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복제하고 그 내용 및 복제 시간 등을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복제 과정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테이블 결합을 통한 데이터를 서버측에서 발행(Publish)하고, 다수의 클라

이언트들은 이러한 복사본인 발행본(Publication)에 대해 가입(Subscribe)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와 같은 복제 방법을 Publish/Subscribe 모델이라 한다.

상기 데이터 동기화 단계는 서버측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측 데이터베이스로 복제되고 클라이언트의 이동형 DBMS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간의 자료 일치성을 유지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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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동형 DBMS와 서버측 DBMS의 양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 및 그에 따르는 요청을 통해 데이터를 동일하

게 유지시키는 작업이다.

상기 충돌 탐지 및 해결 단계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접속(connection)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동형 DBMS에서 삽

입, 삭제, 갱신 연산에 의한 서버측 데이터베이스와의 데이터 일관성을 해치는 오류를 탐지하고 이것을 적절히 해결

하는 과정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상기 각 단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본 발명에 있어, 체크아웃 연산은 접속 단절시의 연산을 위해 이동 클 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을 말하고, 체크인 연산은 이동 클라이언트의 체크아웃 주 객체 단편을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 과

정이다.

또한, 체크아웃 객체는 주 객체(main object)와 주 객체와 종속 관계를 가지는 부 객체(subsidiary object)로 구분되

며 각각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체크아웃 주 객체(checkout main object)란,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분산되어 연산되는 겹쳐지지 않는 단편(disjoi

nt fragment)으로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독립적으로 연산되고 의미적으로 일관성 있게 재결합될 수 있는 객체이

다.

따라서, 임의의 클라이언트에 분할된 체크아웃 주 객체의 단편을 체크아웃 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클라이언

트들과 직접적인 쓰기 충돌(write conflicts)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크아웃 부 객체와의 종속 관계에 의해 유발

되는 간접적인 충돌은 발생할 수 있다.

체크아웃 부 객체(checkout subsidiary object)란, 체크아웃 주 객체의 단편에 대한 트랜잭션 수행 시 읽기 참조되는 

객체로서, 주 객체와 함께 캐쉬되고,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에 부 객체로 캐쉬 가능하며, 클라이언트에서는 읽기 전

용으로만 사용하고 서버에서만 갱신이 가능하다.

이 체크아웃 부 객체는 각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체크아웃 주 객체와 함께 캐쉬 되어 주 객체의 단편에 갱신 연산이 수

행될 때 읽기 참조된다.

또한, 체크아웃 부 객체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연결 시, 데이터 일관

성 유지를 위한 조정 작업에 참조된다.

상기 체크아웃 주 객체의 정의와 같이 서버에 존재하는 체크아웃 주 객체는 임의의 클라이언트들이 객체 X를 분할하

여 체크아웃 해간 경우, X는 '체크아웃된 단편' CX(Checkouted X)와 '체크아웃 되지 않고 서버에 존재하는 단편' NC

X(Not Checkouted X)의 두 가지 쌍으로 구성된다.

즉, 어느 시점의 체크아웃 주 객체 X = < CX, NCX > 이고, CX ∩NCX = ○이다. 체크아웃된 단편 CX는 n개의 각 클

라이언트들에게 분할되어진 CXi (1 ≤ i ≤ n)들의 합집합으로 구성된다.( CX = CX1 ∪ CX2 ... ∪ CXn 이고, 1 ≤i, j

≤n, i ≠j 인 모든 i, j 에 대하여 CXi ∩CXj = ○)

임의의 이동 클라이언트에 체크아웃된 체크아웃 주 객체 X의 단편 CXi 가 독립적인 연산을 수행할 때 읽기 참조함으

로써 읽기 종속 관계에 있는 체크아웃 부 객체 SX는 체크아웃 시 클라이언트에게 복사됨으로써 서버와 여러 클라이

언트들에 SX의 중복 사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임의의 이동 클라이언트는 장시간 접속단절이 예상될 때 접속 단절 후에도 트랜잭션 처리를 계속하기 위해 서버로부

터 접속 단절 동안 사용할 객체의 단편 CXi을 체크아웃 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복사해 놓는다.

한편, 이동 클라이언트에서 CXi 에 대하여 트랜잭션을 수행 시, 참조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 트

랜잭션과 참조 트랜잭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립 트랜잭션(Independent Transaction: IT)은, 체크아웃 주 객체의 단편 CXi 에 대한 트랜잭션 T를 수행 시, CXi 

의 데이터만이 참조되는 경우의 트랜잭션 이 된다. 즉, CXi가 서버에 존재하는 어떠한 객체와도 읽기 종속 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 트랜잭션(Referential Transaction: RT)은, 체크아웃 주 객체의 단편 CXi에 대한 트랜잭션 T를 수행시, CXi 이

외의 다른 객체의 데이터가 참조되는 경우, 그 트랜잭션 T를 참조 트랜잭션이라 한다. 즉, CXi가 서버에 존재하는 임

의의 객체 SX와 읽기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이 객체 SX는 체크아웃 부 객체에 해당하고 CXi를 체크아웃 시

SX도 함께 체크아웃 되어야 한다.

체크아웃 주 객체의 단편에 대해서 독립 트랜잭션을 수행할 경우에는 체크아웃 주 객체와 독립 트랜잭션의 정의에 의

해 갱신 연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참조 트랜잭션을 수행할 경우에는 체크아웃 부 객체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이 객체가 체크아웃 되어 있는 

동안 그 객체의 데이터를 참조 및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동 클라이언트에 캐쉬하여 접속 단절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일관성 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체크아웃 주 객체의 단편은 이동 클라이언트로 체크아웃 된 동안 이동 클라이언트가 이 단편의 마스터(master)가 되

어, 다시 체크인이 될 때까지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볼 수 없는 논리적 삭제(logically remo

ve) 상태가 된다. 따라서 체크아웃 기간 동안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이 단편을 다시 체크아웃 할 수도, 이 단편에 대한 

쓰기 연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동 클라이언트가 이 단편을 서버에 체크인을 하면, 이 단편에 대한 마스터 는 다시 서버가 되어 모든 클라이언트들

이 이 객체를 접근하도록 허용된다.

체크아웃 부 객체는 이동 클라이언트에 체크아웃 되더라도 여전히 이 객체의 마스터는 서버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즉, 이미 이동 클라이언트에 체크아웃 되었어도, 다른 이동 클라이언트가 부 객체로서 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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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아웃 부 객체를 체크아웃 해간 이동 클라이언트는 이 객체를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객체에 대한 쓰

기 연산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쓰기 잠금(write lock)을 요청하고, 이 객체를 체크아웃 목적으

로 복사해간 이동 클라이언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저장되어 있는 중복 사본들과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버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시성 제어 방법으로 사용되는 잠금 프로토콜인 중앙 집중식 2

Phase Locking (centralized 2PL)을 사용한다.

한편,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체크인 또는 체크아웃 연산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접속 단절시의 연산에 필요한 객체의 단편을 체크아웃 하고자 할 때, (

체크아웃 주 객체 이름, 체크아웃 주 객체의 단편화 선정 기준, 체크아웃 부 객체 리스트) 에 대한 정보를 함께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서버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주 객체로서 체크아웃 할 해당 객체를 체크아웃 주 객체 단편화 선정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이 단편과 읽기 종속 관 계에 있는 체크아웃 부 객체들의 사본과 함께 이동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이러한 주 객체의 단편화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릴레이션(relation)의 수평 분할(horizontal fragmentat

ion)에 해당하며 WHERE 조건절에 단편화 선정 기준이 포함된 SELECT문을 사용하여 단편화 기준을 명시할 수 있

다.

또한, 체크인 연산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주 객체 단편의 값을 이동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주 객체 단편의 값으로 대치함으로써 데이터 일관성을 끝낼 수 있으나, 이 주 객체와 읽기 종속 관계에 있는 서버의 부

객체 와 이동 클라이언트의 부 객체 중복 사본에 대한 동기화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일관성 조정 작업이 필요하

게 된다.

이동 클라이언트가 체크아웃 기간 동안 서버와의 한번의 접속도 없었다면, 지역적으로 수행되었던 이동 클라이언트

에서의 연산의 결과들은 서버와의 동기화 작업이 수행되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경우 그에 알맞은 충돌 

해결 모듈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체크아웃된 객체에 대한 동기화 매커니즘은 동기화 조정 리스트(reconciliation list : 이하, RC 

리스트라 한다)와 동기화 조정 프로토콜(reconciliation protocol : 이하, RC 프로토콜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상기 RC 리스트는 이동 클라이언트로 체크아웃 된 체크아웃 부 객체에 대해 쓰기 연산이 수행되었을 때, 접속단절 상

태에 있는 이동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접속 후 동기화 조정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이다.

이동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동기화를 요청하면, RC 리스트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동기화 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

다.

도 1은 상기 RC 리스트의 자료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RC 리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인 rnode는 이동 클라이언트에게 미전송된 체크아웃 부 객체에 대한 쓰기 연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rnode는 LSN(Log Sequence Number)과 TS(Time Stamp)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LSN은 서버 데이

터베이스에서 유지하고 있는 로그 파일에서 체크아웃 부 객체에 대한 특정 쓰기 연산에 대한 로그 레코드 번호이며, 

TS는 LSN에 해당하는 로그 레코드에 기록된 쓰기 연산이 수행된 시간에 대한 정보이다.

ClientIP는 체크아웃 부 객체를 체크아웃 해간 이동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나타낸다.

도 2는 상기 RC 프로토콜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와 이동 클라이언트간의 동기화 조정 작업은 RC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RC 프로토콜의 각 단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 클라이언트는 서버와의 접속 단절된 후 서버와 재 접속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 접속 단절 동안에 대한 동

기화 조정 작업을 요청한다.(S201)

이에 따라 서버는 RC 리스트를 검사하여, 동기화 조정을 요청한 이동 클라이언트에게 각 체크아웃 부 객체 별로 미 

전송된 rnode들 중, 첫번째로 발생한 rnode의 TS 값을 전송한다.(S202)

그리고, 이동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로그 파일에서 서버로부터 받은 타임스탬프 이후에 발생한 참조 트랜잭션이 존재

하는지를 검색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버에게 동기화 조정 정보를 요청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기화 조정

이 불필요함을 알린다.(S203)

이때, 이동 클라이언트가 동기화 조정 정보를 요청한 경우,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미 전송 rnode들에 대한 정보

를 전송한다. 또한, 동기화 조정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체크아웃 부 객체의 최신 값을 전송한다.(S204)

이동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rnode 정보들을 자신의 로그와 병합하여 동기화 조정 작업의 수행에 따른 

충돌을 탐지하고 충돌이 탐지되면 그 충돌을 해결한 후, 서버에게 동기화 조정 완료를 통보한다.(S205)

서버는 이동 클라이언트로부터 동기화 조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했음을 전송 받으면, RC 리스트에서 이동 클라이

언트에게 전송되어졌던 rnode 정보들을 삭제한다.

이하에서는 충돌 탐지 및 해결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발생 가능한 충돌의 예를 보면 체크아웃된 부 객체에 대해서 서버에서 변경을 할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변경 이전의 

부 객체를 읽기 참조해 갔을 경우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충돌 탐지는 상기 RC 리스트의 rnode를 통해 이뤄진다. 즉, 이동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전송 받

은 rnode 정보들을 자신의 로그와 병합하여, 특정 부 객체를 사용한 참조 트랜잭션에서의 충돌을 탐지한다.

이동 클라이언트가 접속단절 동안 수행했던 참조 트랜잭션과 rnode의 로그 정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체크아

웃 부 객체에 대해서는 서버가 주 사본(master copy)이므로 이동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된 참조 트랜잭션을 철회(UN

DO)한 후, 명시된 규칙을 통해 충돌을 해결한다.

명시된 규칙은 보상 트랜잭션이라고 하며, 본 발명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응용에서의 개발자에 의해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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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은, 이동 데이터베이스의 응용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쓰기 및 읽기 연산에 있어 사용자 및 응용의 특징에 의해 

지역적으로 처리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일관성 및 신뢰성 보장 수준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응용을 위해 클라이언트 별, 응용 별 특성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복제함으로써 동기화의 충돌 탐지 및 해결의 오버

헤드를 감소시킨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

허청구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

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이동 클라이언트들과 데이터베이스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방법에 있어서,

서버측 DB의 데이터를 이동 클라이언트측 내장 DB로 복제하고, 서버는 그 내용 및 복제 시간을 관리하는 관리단계;

이동 클라이언트가 접속 단절된 동안에 발생한 데이터 변경에 대하여, 재 접속된 후 이동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그 변경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데이터 동기화단계; 및

상기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해치는 오류를 탐지하고 탐지된 오류를 해결하는 충돌 탐지 및 해결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관리단계는 이동 클라이언트가 접속 단절동안에 사용한 특정 객체에 대한 주 객체 단편과

그 부 객체를 서버로부터 체크 아웃하여 자신의 DB에 복사하며, 서버는 체크 아웃된 부 객체에 대해서는 다수의 클라

이언트가 중복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체크 아웃된 주 객체 단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삭제하여 타 클라이언트에 

중복 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

신 충돌 해결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관리단계는 이동 클라이언트가 체크아웃 주 객체 이름, 체크아웃 주 객체의 단편화 선정 

기준, 체크아웃 부 객체 리스트 정보를 제출하여 필요한 객체의 단편을 요구함에 따라, 서버는 그 DB에서 주 객체로

서 체크아웃할 해당 객체를 주 객체 단편화 선정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이 단편과 읽기 종속 관계에 있는 체크아웃 부

객체들의 사본을 함께 이동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제 관리단계는, 체크아웃 부 객체에 대해 이동 클라이언트들이 쓰기 연산을 수행함에 따라, 

서버는 각 체크아웃 부 객체 및 이를 체크아웃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RC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 RC 리스트

는 체크아웃 부 객체에 대해 쓰기 연산을 수행한 이동 클라이언트에 대한 rnode로 이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

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rnode는 서버 DB에서 유지하고 있는 로그 파일에서 체크아웃 부 객체에 대한 특정 쓰기 연산

에 대한 로그 레코드 번호인 로그 시권스 번호와 그 쓰기 연산이 수행된 시간 정보인 타임 스탬프로 이뤄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동기화단계는, 소정의 RC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며,

이동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재 접속되면서 그 접속 단절 동안에 대한 동기화 조정 작업을 요청하는 단계와,

서버가 RC 리스트를 검사하여 상기 동기화 조정을 요청한 이동 클라이언트에게 각 체크아웃 부 객체 별로 미 전송된 

rnode들 중 첫 번째로 발생한 rnode의 타임 스탬프 값을 전송하는 단계와,

이동 클라이언트가 상기 타임스탬프 이후의 참조 트랜잭션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존재할 경우는 서버에게 동기

화 조정 정보를 요청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동기화 조정이 불필요함을 알리는 단계와,

동기화 조정정보을 요청할 경우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미 전송 rnode들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동기화 조정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체크아웃 부 객체의 최신 값을 전송하는 단계와,

이동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rnode 정보들을 자신의 로그와 병합하여 동기화 조정 작업의 수행하는 단

계와,

이동 클라이언트의 동기화 조정 작업이 완료되면, 서버는 RC 리스트에서 이동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된 rnode 정보들

을 삭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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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충돌 탐지 및 해결 단계는, 이동 클라이언트가 동기화 조정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버로부터 

rnode 정보들을 자신의 로그와 병합하여 그 체크아웃 부 객체를 사용한 참조 트랜잭션에서의 충돌을 탐지하고, 참조 

트랜잭션과 rnode의 로그 정보사이에 충돌이 탐지되면 그 참조 트랜잭션을 철회한 후 보상 트랜잭션의 명시 규칙에 

따라 그 충돌을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동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동기화 및 갱신

충돌 해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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