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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GIS 환경에서 최신의 시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양방향 동기화 기법

은 변경된 시공간 정보를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에서 수집하고 서버와 동기화를 통해 신속하게 최신의 시

공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바일 단말기들이 수집된 시공간 데이터를 제공받기 해서는 서버와 

주기 으로 동기화를 수행해야 한다. 모바일 단말기들이 주기 으로 서버에 속하여 동기화를 수행하지 않으면 

수집된 최신의 시공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시공간 데이터에 한 

변경  기법을 제안한다. 변경  기법은 변경 에 향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각 요소에 

따른 다양한 변경  정책들을 제공한다.

ABSTRACT

Various studies were performed for providing the latest spatio-temporal information in mobile GIS Environments. The two-way 

synchronization scheme collects updated spatio-temporal data in the field and synchronizes with a server by using the wireless network. 

However, the other mobile terminals have to perform periodically synchronizes with a server.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update propagation 

scheme about spatio-temporal data collected from the mobile terminal. The update propagation scheme does considering various factors where 

an influence is in the update propagation. Therefore, it provides various update propagation policies according to each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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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GIS 응용 서비스는 디지털화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

는 실세계와 동일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실

세계의 공간은 계속 으로 변화한다. GIS서비스는 이러

한 실세계의 변화를 디지털화하여 주기 으로 갱신해

야 한다. 모바일 기반의 GIS 서비스는 최신의 시공간데

이터를 제공하기 해 CD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변경 데이터를 하고 있다[1][2]. 한 최근에는 모바

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변경된 시공간데이터를 장에

서 직  수집하고 서버와 동기화하는 형태로 최신의 시

공간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서버에 수집된 시공간데이터를 각각의 모

바일 단말기들이 서버와 속하여 동기화를 수행해야 

되어진다. 서버와 단 된 상태로 수행되는 작업들

이 많은 모바일 환경에서 단말기 사용자들이 주기 으

로 서버와 동기화를 수행하지 않으면 최신의 시공간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들로부터 수집되는 시

공간데이터에 한 변경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변경  기법은 변경  비용  성능에 향

이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각 요소들의 조합을 나타

날 수 있는 다양한 변경  정책들을 제공한다. 서버

에 시공간 데이터가 수집되면, 서비스의 환경에 따라 

최 의 변경  정책을 선택하여 변경 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양방향 동기화 로토콜을 기술한

다. 4장에서는 변경  기법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구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에 해서 설명한다.

Ⅱ. 련연구

2.1 ActMAP 시스템

ActMAP[3][4][5] 시스템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과 디

지털 지도 제작 업체와의 로젝트로 개발된 내비게이

션 지원 시스템으로 자동차에 탑재된 내비게이션 기기

에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도의 최신 변경사항을 

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1. ActMAP의 변경  구조[3][4][5]
Fig. 1 Update propagation structure of ActMAP

ActMAP은 그림 1과 같이 두 가지 경로로 지도데이

터를 갱신한다. 그림 1에서 왼쪽의 실선으로 표시된 

방법은 일정주기 동안 수집된 변경데이터를 CD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체 지도데이터를 갱신

한다. 오른쪽의 선으로 표시된 방법은 체갱

신으로 배포된 지도데이터에서 추가로 변경된 데이터

들을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부분 진  갱신을 

제공한다. 부분 진  갱신은 모바일 환경  무선 네

트워크의 제한 인 자원을 고려한 몇 가지 방법을 제

시한다.

첫째, 분할(Partition)과 계층(Layer)을 이용하여 지도

의 최신 변경사항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변경사항을 분

할과 계층 단 로 한다.

둘째, 필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원하는 정보에 해서 

한다. 단말기의 필터기 에 따라  받을 변경사

항을 감소시킨다.

셋째, 기존 지도데이터의 버 을 이용하여 차이나는 

버 의 지리정보만을 한다.

넷째, 변경된 데이터의 집합을 이용하여 가장 최근에 

변경된 정보만을 한다.

다섯째, ActMAP은 기 지도를 제공하여 각 기 지

도에 따라 를 제공한다. 모바일 단말기들은 체갱

신을 통해 배포된 기 지도의 버 에 따라 갱신되는 데

이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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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MAP은 의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제한 인 

역폭을 가지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내비게이션 

단말기로 변경 를 지원한다. 그러나 ActMAP은 서버

에서 내비게이션 단말기로 단방향 만 가능한 시스

템이다. 서버에서 내비게이션 단말기로의 단방향 변경

는 서버의 공간 데이터 갱신 주기에 따라 공간정보

의 최신성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2.2 양방향 동기화 기법

양방향 동기화 기법[6]은 모바일 단말기와 서버간에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공간데이터를 

동기화 하기 한 기법이다. 

그림 2. 양방향 동기화 시스템[6]
Fig. 2 Two-way synchronization system

양방향 동기화 기법은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로의 단방향 동기화와 서버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의 단방향 동기화로 구성된다.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의 단방향 동기화는 동기화를 요청한 모바일 클

라이언트가 수집한 변경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수행

한다. 서버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로의 단방향 동기화

는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단 되어 있는 동안 서

버에 갱신된 데이터가 존재하고, 해당 데이터의 역이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심 역으로 선택한 역인 경

우 수행한다. 

양방향 동기화 기법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에서 공간정보가 변경되는 즉시 수집하고, 서버와 

동기화를 수행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 

갱신된 최신의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해서는 주기

으로 서버에 속하여 동기화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Ⅲ. 양방향 동기화 로토콜

모바일 클라이언트-서버환경에서 변경  차는 

그림 3과 같은 형태로 수행한다. 

그림 3. 변경  차
Fig. 3 Update propagation procedure

먼  특정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갱신이 발생한다. 갱

신이 발생한 클라이언트는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버와 양방향 동기화를 수행한다. (기존 연구[6]에서 양

방향 동기화 로토콜을 제안하 다.) 서버는 속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로 갱신내용을 달하기 해서 

변경 를 수행한다.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려는 

상이다.)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변경  로토콜은 

양방향 동기화 로토콜을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이 장

에서는 기존연구[6]에서 정의한 용어와 로토콜을 요

약하여 설명한다.

• 계층(Layer) : 체 데이터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생

성한 계층

• 분할(Partition) : 각각의 계층을 지리 으로 분할한 

역

• DO(Delta Object) : 최종 동기화 시간(LST) 이후 서

버에서 변경된 데이터

• DOS(Delta Object Set) : DO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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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O(Temporary Delta Object) : 최종 동기화 시간 

이후 클라이언트에서 변경된 데이터

• TDOS(Temporary Delta Object Set) : TDO들의 집합

• CR(Copy Region) : 클라이언트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역으로 (계층, 분할, LST)의 집합으

로 표

• LST(Last Sync Time) :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최종 

동기화를 한 시간으로 계층, 분할 별로 리

• LUT(Last Update Time) : 서버의 데이터가 최종

으로 갱신된 시간으로 계층, 분할 별로 리

모바일 클라이언트-서버환경에서 양방향 동기화 

로토콜은 그림 4와 같이 모바일 단말기에서 서버로의 동

기화와 서버에서 모바일 단말기로의 동기화로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 동기화 로토콜
Fig. 4 Synchronization protocol

동기화 로토콜은 모바일 단말기가 서버에 속하

여 동기화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동기화 요청

하는 단말기는 TDOS가 있는 경우와 TDOS가 없는 경우

로 나  수 있다. TDOS가 있는 경우 그림 3에서 선으

로 표 된 사각형 역의 차를 포함하는 동기화 차

를 수행하다. TDOS가 없는 경우는 요청 메시지 분석 이

후 DOS 생성 단계부터 동기화를 수행한다. 그림 4의 

로토콜에서 선 사각형 역의 차는 모바일 단말에

서 서버로의 동기화이고, DOS 생성에서 MSTDB(Mobile 

Spatio-Temporal DataBase) 갱신 차까지를 서버에서 모

바일 단말기로의 동기화이다.

Ⅳ. 변경  기법

4.1 변경  요소

모바일 단말기들로부터 동기화된 시공간데이터를 

변경 하기 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변경  상 : 서버에 갱신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A:All)  가능한 단말기로 변경  수행할 것인

지, 갱신이 필요한 단말기에 해 부분(P:Part) 으로 

변경 를 수행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갱신이 

필요한 단말로만 변경 를 하기 해서는 서버에

서 각 단말기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CR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변경  시간 : 서버에 갱신이 발생하는 즉시

(I:Immediately) 변경 를 수행할 것인지, 일정간격

(P:Periodically)으로 변경 를 수행할 것인지를 고

려해야 한다. 

• 변경  메시지 : 변경  상에게 서버에 갱신이 

발생하 다는 메시지(M:Message)만을 할 것인

지, 단말기가 갱신해야할 데이터(D:Data)를 포함하여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4.2 변경  정책

변경  요소들은 다양한 조합으로 표1과 같이 설

정될 수 있다. 즉 변경  상, 변경  시간, 변경

 메시지의 설정에 따라 8가지의 변경  정책이 존

재한다.

표1. 변경  정책
Table. 1 Update propag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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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경 정책은 변경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갖는다.

• A** 정책(변경  상이 모두인 정책)

- 서버에 속한 모든 단말기에 해 변경 를 수행

- 구 이 용이하나, 불필요한 변경 로 인해 통신 

비용이 커짐

• P** 정책(변경  상이 부분인 정책)

- 갱신이 필요한 단말기에 해서만 변경 를 수행

- 변경  상 단말기를 서버에서 알고 있어야 하므

로, 서버는 재 속된 모든 단말기가 장하고 있

는 데이터의 CR을 유지해야 함

• *I* 정책(즉시 변경  하는 정책)

- 서버에 갱신이 발생하는 즉시 변경 를 수행

- 실시간 변경 가 가능하나, 서버의 STDB (Spatio- 

Temporal DataBase)에 갱신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변경  작업에 오버헤드 발생가능

• *P* 정책(즉시 변경  하는 정책)

- 일정주기마다 변경 를 수행

- 실시간 변경 를 수행할 수 없으나, 변경 의 

오버헤드가 감소

• **M 정책(메시지만 변경  하는 정책)

- 변경발생 메시지만을 

- 변경발생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들이 서버에 속

하여 동기화를 수행

- 변경 의 통신비용이 으나, A*M정책인 경우 

갱신이 필요 없는 단말기들도 변경발생 메시지를 

수신

• **D 정책(변경데이터를 변경  하는 정책)

- 변경발생 메시지와 갱신 데이터를 

-변경 의 통신비용이 크나, 단말기들이 서버에 

속할 필요 없이  받은 갱신 데이터를 이용하

여 동기화 가능

- P*D정책인 경우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갱신해야

하는 데이터들만 송 가능

4.3 변경  정책 결정

변경  정책은 세가지 변경  요소인 변경  

상, 변경  시간, 변경  메시지의 설정에 따라 결

정된다. 변경  상의 설정은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변경  시간, 변경  메시지의 설정은 각각의 클라

이언트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5. 변경  정책 결정 
Fig. 5 Update propagation decision example

를 들어, 그림 5와 같이 변경  정책이 결정된 경

우에 서버와 클라이언트1은 AIM 정책으로, 클라이언트

2에 해서는 AID 정책으로, 클라이언트3에 해서는 

APM 정책으로 변경 가 수행된다. 서버에서는 즉시 

를 요청한 클라이언트들에 해서 즉시  목록

(I-List)을 리하고, 주기 인 를 요청한 클라이언

트들에 해서는 주기   목록(P-List)을 리해야 

한다.

4.4 변경  리스트 리

모바일 환경에서 서버는 무선네트워크로 변경

가 가능한 클라이언트들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

서 제안하는 변경  기법에서는 서버와 무선 네트워

크로 연결 가능한 클라이언트들을 변경  리스트 

I-List  P-List로 리한다. 변경  리스트에 장되

는 기본데이터는 클라이언트의 정보(ID, IP, Port), 변경

 정책, 속시간이고, P-List의 경우 각각의 클라이

언트가 설정한 변경  주기를 추가로 장한다. 변경

 상이 P인 경우에는 서버에서 각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 범 , 최종 동기화 시간을 

알아야 하므로, 클라이언트의 CR정보가 I-List, P-List에 

추가로 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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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변경  리스트 등록 차
Fig. 6 Update propagation list registration procedure

변경  리스트 등록 차는 그림 6과 같다. 무선 네

트워크가 가능한 역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속하

여 변경  정책을 알린다. 서버는 속한 클라이언트

가 변경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등록

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인 경우 변경  리스트에 등록

하고,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리스트에 장되어

있는 속시간을 갱신한다.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변경  리스트에 등록된 클라이언

트에 해서 변경 가 가능하지 주기 인 검사가 

필요하다.

그림 7은 변경  리스트의 유지  삭제 처리를 

한 차를 보여 다. 서버는 일정 시간마다 변경  리

스트를 검사한다. 리스트 검사 주기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아래 식(1)을 만족하는 클라이언트에 해서 변

경  가능 확인 메시지를 송한다.

( 재시간 - 클라이언트 속시간) > 검사간격 ···· (1)

클라이언트에서 응답이 있으면 속시간을 갱신하

고, 리스트를 유지한다. 그러나 일정시간 동안 응답이 없

는 경우 변경  리스트에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삭

제한다.

그림 7. 변경  리스트 리 차
Fig. 7 Update propagation list management 

procedure

4.5 변경  로토콜

그림 8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변경  기법의 

로토콜이다. 

① 서버에서 시작할 때 변경  상에 한 정책을 서

버에서 결정한다. 

②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속할 때 속정보와 시간 

 메시지 정책을 결정한다. 

③ 속한 클라이언트의 정보와 시간  메시지 정책을 

변경  리스트에 등록한다.

④ 상정책이 A이고, 시간 정책이 I인 클라이언트의 경

우 즉시 동기화를 수행한다.

⑤ 임의의 클라이언트N의 동기화 작업으로 STDB에 갱

신이 발생한다.

⑥ 변경  리스트에서 I-List에 등록된 클라이언트들

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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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I-List에 등록된 클라이언트들로 변경 를 수행한

다. 각각의 정책에 따라 **M은 변경발생 메시지만 

송하고, **D인 경우는 변경발생 메시지와 갱신 데이

터를 송한다.

⑧ 주기 으로 STDB를 검사하여 이  변경  이후에 

발생한 갱신이 존재하는 지 검사한다.

⑨ 변경  리스트에서 P-List에 등록된 클라이언트들

을 확인한다.

⑩ P-List에 등록된 클라이언트들로 변경 를 수행한

다. 각각의 정책에 따라 **M은 변경발생 메시지만 

송하고, **D인 경우는 변경발생 메시지와 갱신 데이

터를 송한다. 

그림 8. 변경  로토콜
Fig. 8 Update propagation protocol

Ⅴ. 구 결과

구 된 시스템의 서버는 Dual Core 3.00GHz, 2.00GB 

RAM 200GB S-ATA Hard Disk 환경에서 구 하 고, 클

라이언트는 Intel PXA270 624MHZ, 256MB RAM의 PDA 

환경에서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은 제안하는 변경

 기법을 평가하기 해서 인터넷 설치 기사의 작업

을 시나리오로 구 하 다. 서버는 변경  상을 모

든 클라이언트로 설정하 다. 인터넷 설치기사 A는 IM

정책, 인터넷 설치기사 B는 ID정책, 인터넷 설치기사 C

는 5분 간격의 PM정책을 각각 변경  정책으로 선택

하고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인터넷 설치기사 A와 B의 

모바일 단말기는 장에서 서버에 최  속 시 동기화

를 수행하고, 서버의 I-List에 등록된다. 인터넷 설치기사 

C의 모바일 단말기는 장에서 서버에 최  속 시 

P-List에 등록되고, 5분 간격으로 서버에 갱신이 발생하

면 변경 가 수행된다. 그림 9, 10, 11, 12는 인터넷 설

치기사 A가 데이터를 수정하고,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동기화 시나리오의 구
Fig. 9 An implementation of synchronization scenario

그림 9는 인터넷 설치기사 A, B, C가 최  서버와 동

기화를 수행하여 송받은 데이터이다. 그림 10은 인

터넷 설치기사 A가 가정집 1곳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단말기에 데이터를 추가한 그림이다. 원으로 표시된 

역이 인터넷을 설치한 부분이다.  그림 11은 인터넷 

설치기사 A가 서버와 동기화를 수행한 결과이다. 인터

넷 설치기사 B의 변경  정책이 ID이기 때문에 서버

에 변경이 발생한 즉시 변경  메시지와 변경데이

터를 송받는다.  그림 12는 인터넷 설치기사 A가 서

버와 동기화를 수행하고 5분후의 결과이다. 인터넷 설

치기사 C는 변경  정책을 5분 간격의 PM정책으로 

선택하여 서버에 발생한 갱신을 5분 간격으로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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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동기화 시나리오의 구  : A에서 데이터 수정
Fig. 10 An implementation of synchronization scenario 

: Data Update in A

그림 11 동기화 시나리오의 구  : A의 동기화 
수행 결과, B변경

Fig. 11 An implementation of synchronization scenario 
: synchronization result of A, propagation B

그림 12. 동기화 시나리오의 구  : 5분 뒤, C변경
Fig. 12 An implementation of synchronization scenario 

: After 5 minutes, propagation c

Ⅵ. 결 론

기존의 양방향 동기화 시스템은 장에서 변경된 시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버와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버에 갱

신된 최신의 시공간 데이터가 다른 클라이언트로 

되는 다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속해야만 하는 문제

가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서버에 갱신된 시공간 데

이터에 한 변경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

법은 변경 에 향이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각 

요소들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경  정책들을 

제공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한 변경  정책을 결정하여 변경 를 수행할 

수 있다. 향후 실제 사용되고 있는 GIS 응용 서비스들

의 환경에 용하여 변경  정책들의 효율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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