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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2P 일 공유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동등한 권한으로 자유롭게 여러 사

용자들의 공유 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한 공유 없이 다른 사용자들의 공유 

일을 다운로드만 하는 “free riding”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기존 P2P 서비스에 “평 ” 정보를 용하여 피어의 서비스 기여도를 고려함으로써 

“free rid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P2P 일 공유 서비스를 제안한다.

1. 서론

   일 공유 서비스는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여러 서비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 사용자들의 참여와 일 공유에 상당히 의존한

다. 그러므로 일 공유 시스템에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할수록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제공되는 자원이 많을수록 많은 사

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활발한 참여는 일 공유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좌

우한다. 그러나 P2P 일 공유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동등한 권한으로 자유롭

게 여러 사용자들의 공유 일을 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자신의 일에 한 공유 없이 다른 사용자들

의 공유 일을 다운로드만 하는 “free riding” 문제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기존 P2P 서비스에 “평 ” 정보를 용하여 피어의 

서비스 기여도를 고려함으로써, “free rid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평  기반의 P2P 일 공유

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로 P2P 서비스 방식과 슈퍼피어를 이용한 P2P 

애 리 이션에 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제안방안

으로 “평 ”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P2P 일 공유 

서비스를 제안하고, 4장에서 제안방안과 기존방안을 

비교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P2P 서비스 방식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P2P

는 Peer-to-Peer의 임말로, “Peer”의 의미는 부

분의 거  네트워크의 구성인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에 응되는 개념으로 개인 컴퓨터들을 연결하여 각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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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구성원들 모두

가 동등한 지 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3].

   P2P 서비스 방식은 서버의 존재 유무에 따라 혼

합형(Hybrid) 구조와 순수(Pure)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혼합형 구조는 앙 서버에 의존하는 방식으

로 부분의 작업이 서버에서 처리되고 직 인 

일 달만 개인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간 통신 방식은 최 의 계가 형성되기

까지 서버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이 계가 형성된 

후 클라이언트 상호간 직  정보를 달하는 특성을 

가진다. 순수 구조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피

어가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익명성이 보장된 형태로 

자원을 공유한다[4][5].

2.2 슈퍼피어를 이용한 P2P 애 리 이션

   슈퍼피어를 이용한 방식은 혼합형 구조와 순수 

구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표 인 P2P 애

리 이션으로 KaZaA[6]가 있다. 이 애 리 이션

은 사용자의 컴퓨터가 먼  슈퍼피어를 찾아서 스스

로의 정보를 등록하고, 원하는 일을 검색할 때도 

슈퍼피어를 찾아서 스스로의 정보를 등록한다. 원하

는 일을 검색할 때 슈퍼피어에게 찾고 있는 일

을 보유한 컴퓨터의 치를 조회하는 요청을 송하

고, 슈퍼피어는 해당 컴퓨터의 치를 찾아 알려

다. 여기서 슈퍼피어는 통제할 수 있는 서버가 아니

고, 단지 조회와 룩업 기능을 하는 특별한 피어이다.

   슈퍼피어의 선정기 은 사용자의 컴퓨터 에서 

네트워크 역폭(bandwidth)이 넓고 비교  최신의 

사양을 갖춘 컴퓨터를 슈퍼피어로 지정하여 주변 사

용자들의 속 포인트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응

용 로그램을 설치하면 가장 최신의 슈퍼피어 컴퓨

터의 목록  가장 가까운 슈퍼피어에 속하게 되

며 앙 서버는 단지 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슈퍼피어의 목록을 검색해주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3. 제안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혼합형 구조와 순

수 구조를 혼합한 슈퍼피어를 이용한 평  기반의 

P2P 일 공유 서비스이다.

   제안방안의 동작방식은 (그림 1)과 같이 서버는 

피어들의 평 을 계산하고, 슈퍼피어를 선정해 주며 

평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해 사용한다. 슈퍼

피어는 일반피어들에게 공유 일 목록과 평  정보

를 알려주는 특별한 피어로 사용되고, 일반피어들은 

공유하고자 하는 일목록을 등록하고, 원하는 일

을 검색하기 해 슈퍼피어로부터 일목록과 “평

”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원하는 일을 다운로

드 후 그 일에 한 평가가 서버로 보내지고, 서

버는 트랜잭션을 수행한 피어들에 한 평 을 업데

이트 한다. 

PA(슈퍼피어)

Pb(일반피어) PC(일반피어)

서버

2. 슈퍼피어 목록

1. 슈퍼피어 선정

6. 피어목록

  평 정보

7. 자원 요청

8. 자원 송

3. 로그인

4. 공유 일 등록

5. 일검색 요청

9. 피드백 송

10. 평  계산

    업데이트

(그림 1) 제안 방식의 동작 방식

3.1 표기법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표기법과 세부 인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

Notation 설명

SPA  Capacity가 가장 높은 슈퍼피어의 아이디

Pn  일반피어의 아이디

RP  자원 요청 피어의 평  값

OP  자원 제공 피어의 평  값

FUN  업로드한 자원의 수

FDN  다운로드한 자원의 수

RT  요청한 자원에 한 평가 송 횟수

RN  요청한 자원에 한 평가 미 송 횟수

GF  제공한 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은 수

BF  제공한 자원이 나쁜 평가를 받은 수

FDUN  업로드 자원에 한 다운로드 횟수

<표 1> 표기법

3.2 평 의 구성요소

   “평 ” 정보는 P2P 서비스 참여자의 과거 행동

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어들이 그것을 자유롭

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행해지

는 트랜잭션에 한 험을 리하기 한 정보로 

분산 환경에서 서비스 참여자들에 한 신뢰 정보를 

알리기 해 사용하고, 서비스 참여자들 간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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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는데 있어 효과 이다[7]. 제안 방안에서 

평 정보의 구성요소는 (그림 2)와 같다.

Participation

자원

FUN

FDN

FDUN

응답

RT

RN

CPU

메모리

역폭

장

CapacityFeedback

자원의 질

positive

negative

(그림 2) 평 의 구성요소

(1) Feedback

   자원 제공자에 한 피드백은 양 인 표 이나 

주 인 표 을 사용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러나 실제 인 사용에 있어 컴퓨터 자체의 성질 때

문에 주 인 방법으로 평가를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제안 방안에서는 계산의 편리

함을 해 positive : 1 는 negative : -1을 사용하

여 다운로드 받은 자원이 올바르게 동작하고 요청한 

자원과 일치할 경우 1, 그 지 않은 경우 -1을 사용

한다.

(2) Participation

   Participation은 피어들의 참여 수 을 나타내는 

것으로 FUN과 FDN은 자신의 일을  공유하

지 않고 필요한 일만 다운로드하는 피어나 자신이 

공유하는 일 수보다 더 많은 일을 요청하는 피

어를 구분하고, FDUN은 FUN이 많더라도 피어들이 

사용하지 않는 필요 없는 일을 공유하는 피어를 

구분할 수 있다. 

   RT와 RN은 요청한 자원에 한 평가의 송여

부에 따라 평가를 송할 경우 1, 그 지 않은 경우 

-1로 응답율을 높이기 해 사용한다.

(3) Capacity

   일반피어들 에서 Capacity를 고려하여 가장 성

능이 좋은 컴퓨터가 슈퍼피어로 선정되고, 주변 사

용자들의 속 포인트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3.3 동작방식

[Step 1]  슈퍼피어의 속과 공유 일목록의 등록

1.  ⋯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일반피어들은 로그인을 하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슈퍼피어에 속하고, 속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서버에서 다른 슈퍼피어와 연결

하여 다.

2. 
…→  … 

일반피어들은 자신이 가진 일  공유하고자 하는 

일 목록을 슈퍼피어에 등록한다. 

[Step 2]  검색 요청  선택

1. …→  
는 필요한 일에 한 검색을 해 자신이 속한 

슈퍼피어에게 자원 검색에 련된 질의를 송한다. 

2.     …   
는 가 보낸 질의에 일치하는 일을 가진 피

어 목록과 피어의 평  값을 송하는데, 자신의 

일은  공유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하는 일요청

자는 일제공자에 한 정보의 수를 다음 식에 따

라 차등 으로 제공하여 다.


 

   : 피어목록의 50% 제공 (1)


 

≥   : 피어목록 100% 제공 (2)

식(1)과 식(2)에 의해 모든 피어들이 동등하게 100%

의 피어목록을 볼 수 없고, 피어들의 참여 수 에 

따라 피어 목록을 랜덤하게 50%만 보여 으로써 

“free riding”을 해결할 수 있다.

3.   

는 각 피어에 한 평  값을 참고하여 자신의 

질의에 일치하는 피어를 선택한다.

4. →   _
는 와 연결하기 한 정보를 에게 IP 

address와 포트번호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송한다.

[Step 3]  다운로드 요청

1. →  _
는 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에게 

일 다운로드 요청 메시지를 송한다.

[Step 4]  평가  업데이트

1. →    

는 로부터  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실행하여 

자원이 올바르게 동작하고 요청한 일과 일치할 경

우 1, 그 지 않은 경우 -1을 서버로 송한다.

2.    

자원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기  평 의 기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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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고, 피어들의 일 공유가 일어나면 일제공자

와 일 요청자의 평  값이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되

고 서버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3)

 
 





    (4)

(단,  ≤


≺∞)

   식 (3)은 일요청자의 평 을 계산하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공유하지 않고 필요한 일만 

다운로드 하는 피어나 평가에 해  응답하지 

않는 피어의 평  값이 감소하므로 이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에서 공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하더라

도 낮은 평 으로 인해 트랜잭션 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어진다.

   식 (4)는 일제공자의 평 을 계산하는 것으로 

업로드된 일의 다운로드 횟수가 많고, 자원의 질

에 한 평가값이 높을수록 피어의 평 값이 증가하

므로 많은 수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질이 높은 자원

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제안 모델과 기존 모델의 비교

   제안 모델은 슈퍼피어를 이용한 혼합형 P2P 방

식으로 동작하며, 식 (1)과 식 (2)에 의해 피어들은 

자신이 서비스에 기여를 한 만큼 차등 으로 피어목

록을 보여 으로써 “free riding”을 해결하 다. 한 

피어들의 평  계산시 (그림 2)와 같이 여러 평 정

보들을 고려하여 식 (3)과 식 (4)로 평 값을 계산함

으로써 많은 수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질이 높은 자

원을 제공하는 피어를 선택할 수 있다.

   [8] 모델에서는 하이 리드 P2P 방식으로 동작하

며, 피어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평 값을 이용한 

근제어를 통해 P2P 일 공유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는 “free riding”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러스나 웜

을 포함한 일을 공유하거나 실제 내용과 다른 제

목의 일을 제공한 피어들에 하여 다른 피어들의 

공유 일에 한 사용을 제한한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은 평 을 기반으로 한 일

공유서비스에서 “free riding”을 해결하기 해 평  

정보를 참조하여 피어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일을 

 공유하지 않고 필요한 일만 다운로드하는 피

어에게는 차등 으로 피어목록을 보여 으로써 피어

들은 자신이 서비스에 기여를 한 만큼 다른 피어들

의 공유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 방안에서 일의 질을 평가하기 해 피어

들의 피드백 정보를 모아 평  계산에 사용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피어들의 주 인 의견이므로 다른 

피어들이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보낼수 있

다. 그러므로 잘못된 평가를 보내는 피어를 탐지하

여 이들의 평가가 피어의 평 계산에 향을 미치는 

것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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