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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P2P-SIP Structure Applied of 

Quorum System based on Fuzzy Logic in an Intelligent Hom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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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it costs a lot to build a home network system of new service provider, the entry barrier is quite high. If it would be possible to 

build a home network system with high performance at a low building cost, it would be quite attractive. If a home network would be 

built in P2P-SIP(Peer to peer –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tructure, it is possible to decrease server maintenance cost and keep high 

usability by deconcentrating the traffic concentrated on the server. It is also possible to efficiently manage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erminal, if quorum system based on fuzzy logic would be appli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2P-SIP structure applied of quorum 

system based on fuzzy logic by which a home network system can be built at low cost. It was possible to know by comparing the 

structure with existing one that the structure has very goo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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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규 사업자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만약 낮은 구축비용으로 고성능의 홈네트워크 시

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면 매우 매력 일 것이다. 홈네트워크를 P2P-SIP(Peer to peer - Session Initiation Protocol) 구조로 구성한다면 서버로 집

되는 트래픽을 분산시켜 서버의 유지 보수 비용을 이고, 높은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한, 퍼지 논리 기반의 쿼럼 시스템을 용한다면 

단말의 치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낮은 비용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퍼지(Fuzzy) 

논리 기반의 쿼럼(Quorum) 시스템을 용한 P2P-SIP 구조를 제안하며 기존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매우 우수한 성능의 구조임을 알 수 있

었다.

키워드 : 홈네트워크, 홈게이트웨이, 지능형, 스마트홈, P2P, SIP, P2P-SIP, 퍼지, Quorum

1. 서  론1) 

최근 홈네트워크는 ICT 산업의 핵심 시장  하나로써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하나로 각 받고 있다. 세계 주요

국들은 미래의 IT 환경이 가정을 심으로 개될 것을 

망하고 있으며, 로벌 기업들도 극 인 R&D 투자를 통

해 시장 선 을 나서고 있다. 한국산업마 연구소가 발행

한 ‘2013 차세  홈네트워크⋅정보가  시장동향과 미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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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 황’에 따르면, 스마트홈 세계시장은 2011년 2,472억 

9,200만달러에서 연 평균 10.02% 성장률을 보이며, 2016년 

3,986억 5,900만달러로 확 될 망이며, 한국 시장도 2011년 

4조 4,950억원에서 2016년 14조 8,744억원으로 연 평균 27.04% 

확 될 망이다[1].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구축  유지보수를 해 매우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홈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비용으로 효율

인 시스템 구축을 해 고민하고 있다. 기존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통 인 네트워크 처리 방식인 클라이언트-서버

(Client-Server)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구

조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확장성을 해 매

우 많은 비용과 고가의 유지보수 비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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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P2P-SIP

본 논문에서는 비용, 고효율 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

는 P2P-SIP(Peer to Peer - Session Initiation Protocol) 구

조를 제안한다[2]. 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지역의 요도를 

응 으로 용한 퍼지(Fuzzy) 기반 쿼럼(Quorum) 시스템

을 용한다.

P2P-SIP 구조는 각 단말 간의 연결을 통해 기존 서버의 

동작을 수행하여 서버로 집 되는 트래픽을 분산, 서버의 

유지보수 비용을 폭 일 수 있다. 한, 앙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경우 서비스가 완  마비

되는 상을 방지하여 높은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안하는 구조는 퍼지 논리 기반 쿼럼 시스템을 이용하여 

치 갱신  질의에서 다이아몬드형태의 작은 쿼럼으로 고

성능  메시지 비용을 일 수 있다[3]. 한, 지역별로 수

많은 단말들의 등록과 치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홈과 로컬을 구분한 2 벨 구조로 리 지역을 구분하

다[4]. 가정 내 수많은 단말들을 리하기 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서버들의 기능을 P2P-SIP 오버 이 네

트워크를 통해 자율 분산 으로 제어가 가능하다[5]. 한, 

도메인 기반 특성으로 홉이 추가되어 발생하는 삼각 라우  

문제를 해결한다[6].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2P-SIP 구조, 

쿼럼 시스템, P2P(Peer to Peer)기반 홈네트워크의 구성에 

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에서 P2P-SIP 

구조의 설계와 퍼지 논리 기반 쿼럼 시스템에 해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구조의 성능 분석  평가를 분석

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논한다.

2. 련 연구

2.1 P2P-SIP 아키텍처

P2P-SIP 아키텍처는 분산 자원 근을 지원하는 P2P 통

신 방식의 단말에서 기존 SIP 네트워크 장치들이 가지던 기

능을 제공한다. 앙 서버를 의존하지 않고 P2P 형태로 

P2P-SIP 오버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하여 단말의 

등록  리가 가능하다[11]. SIP의 Registrar와 Proxy 같

은 서버 없이, SIP UA(User Agent)들이 분산 알고리즘을 

통해 서버의 기능을 신함으로써, 요청 단말은 호 연결 설

정을 해 INVITE 메시지를 자신과 연결된 다른 단말에게 

송한다. INVITE 메시지를 받은 단말은 본인이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단말에게 송하는데, 이런 과정을 반복

하여 상 방을 찾아내고 호를 연결한다.

Fig. 1은 P2P-SIP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Peer Y가 자

신의 속 정보 (U@Y)를 P2P-SIP 오버 이 네트워크에 

장하면, 다른 Peer X가 Peer Y에 연결하기 해 오버 이 

네트워크에서 Peer Y의 속 정보를 얻는다. 이후 INVITE 

메시지를 Peer Y에게 송하여 호를 연결한다[7][8].

홈네트워크에서 SIP를 이용해 단말의 정보를 장하고 

호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해서는 SIP 서버가 필요하다[9]. 

그러나 P2P-SIP에서는 각 단말들이 서버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 단말이 호를 연결하기 해 자신과 연결된 단말에게 요

청 메시지를 보내면 해당 요청 메시지를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단말에게 송

하여 목  상을 찾고 호를 연결할 수 있다. 

홈네트워크 내 단말 기기들의 효율 으로 통신을 해서 

계층 인 P2P 기반 오버 이(Overlay) 네트워킹에 의한 연

결성  검색 기법, QOS  보안을 안정 으로 지원하는 

P2P 기반 콘텐츠 분배 기법,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미

디어 지원 홈 네트워크 기기들의 자원 리  구성 기법 

등의 다양한 사항들이 만족되어야 한다[7].

각 단말간의 구성되는 오버 이 네트워크는 분산 해쉬 테

이블 기법인 DHT(Distributed Hash Table)을 사용하여 네

트워크 망에 장된 데이터의 검색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다[10]. 이는 일정한 규칙을 통해 장할 피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데이터 검색 시 동일한 규칙으로 빠른 탐색이 가능

하다. P2P-SIP 오버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단말을 피어

(Peer)라고 부르며, 네트워크 내 속하려는 피어에게 기존

에 연결되어 있는 피어의 정보를 알려주는 부트스트랩 서버

가 존재한다[11].

2.2 쿼럼 시스템

쿼럼(Quorum)이란 교집합의 원소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

는 것을 말한다. 여러 집합  어떤 두 집합을 선택하더라

도 공집합이 되지 않는 집합들의 모임을 쿼럼이라고 한다. 

쿼럼 시스템은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

며, 다양한 구조가 존재한다. 그 구조  다이아몬드 쿼럼 

시스템(Diamond Quorum System)과 제안하는 퍼지 논리 

기반 쿼럼 시스템의 지역 범 는 Fig. 2와 같이 2차원 다이

아몬드 형상으로 배열된다[3][12]. Fig. 2는 DQS의 읽기 쿼

럼  쓰기 쿼럼의 를 보여 다. 노드는 동그라미로 표시

되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상단과 하단 행은 두 개의 노드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행의 수가 홀수

라고 가정하면, 맨 윗 은 벨 0, 두 번째 행은 벨 1로 

구분된다. 쓰기 쿼럼을 구성하기 해 하나의 행의 모든 노

드를 추가하고 나머지 각 행의 임의의 노드를 선택할 수 있

다. 읽기 쿼럼 한 모든 체 노드의 행 는 각 행의 임

의의 노드를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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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P based and P2P-SIP based homenetwork

Fig. 2. Read quorum and a write quorum

P2P-SIP 구조에서 쿼럼 시스템은 치 리 서비스를 

해 용하고자 한다. 쿼럼 시스템을 용한 치 리 서비

스는 보통 치 갱신(Location Update), 치 요청(Location 

Request), 치 응답(Location Response)의 3가지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치 갱신은 P2P-SIP 오버 이 네트워크에 참

여한 노드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자신의 치를 

로컬 게이트웨이로 송하여 치 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말

한다. 치 요청은 각 노드 간의 통신을 해 해당 노드의 

치 정보를 홈 게이트웨이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마

지막으로 치 응답은 해당 요청에 해 홈 게이트웨이가 

해당 노드의 치 정보를 요청 노드에게 응답해주는 것을 

말한다. 작은 쿼럼 크기는 메시지 비용을 이는 데 한 

계가 있다.

2.3 P2P-SIP 기반 홈네트워크의 구성

홈네트워크의 구성을 해서는 네트워크 인 라가 가장 

요하다. 신규 사업자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별로 가정 내 단말들을 리하기 해 수많은 단말

들의 등록과 치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한, 가정 내 단

말이 이동하는 경우 외부에서 원격 제어를 해 고가의 홈 

서버를 설치하여 리해야 한다. 이는 많은 유지보수 비용

을 필요로 하게 되며, 홈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공격

을 당해서 마비가 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Fig. 3은 SIP 구조 기반 홈네트워크와 P2P-SIP 기반 홈

네트워크의 서비스 연결 동작을 비교를 나타냈다[13]. SIP 

구조 기반 홈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속을 한 치 정보를 

리하는 Registrar, 호 설정을 한 메시지 달  교환을 

수행하는 Proxy Server, 사용자 연결 경로 상의 NAT/

Firewall 통과를 담당하는 STUN, TURN 등의 장치들이 반

드시 존재해야 한다. P2P-SIP 기반 홈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장치들이 가지던 기능을 단말에서 제공하므로 더욱 렴한 

비용으로 기존 SIP 서비스보다 더 확장된 역에서의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다.

3. 홈네트워크에서 퍼지 논리 기반 P2P-SIP 구조

3.1 지능형 홈네트워크에서 P2P-SIP 구조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한 모든 단말기기는 P2P-SIP 오

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리된다. 단말 기기의 P2P-SIP 오

버 이 네트워크 가입은 보안을 해 꼭 인증서가 필요하

다. 제안하는 논문은 리  빠른 처리를 해 홈과 로컬

로 리 지역을 구분하 다. 단말 기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

동하는 경우 로컬 게이트웨이에서 감지하여 데이터를 달

한다.

Fig. 4. Two-level Home Network P2P-SIP Architecture

Fig. 4는 홈과 로컬로 리 지역을 구분한 P2P-SIP 구조

를 나타낸다. 가정 내 단말기기는 PSP-SIP 오버 이에 등

록되며 홈 게이트웨이가 리한다. 로토콜은 SIP를 사용

하여 통신을 주고 받으며, 가정 내 단말 기기가 다른 지역

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록 메시지를 오버 이 네트워크를 통

해 게이트웨이에게 달 후 치 쿼리 과정을 통해 단말의 

치 정보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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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삼각 라우  문제와 경로 최 화의 비교를 나타

냈다. 제안하는 구조는 도메인 기반의 P2P-SIP 홈네트워크 

구조로 설계하여 오버 이 네트워크의 삼각 라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지역의 홈네트워크로 를 들면, 서울 

지역의 단말 A와 부산 지역의 단말 B가 있을 때, 기존에는 

A가 부산 지역으로 이동하여 단말 B로 호 연결을 요청할 

때 물리 으로 떨어져 있지만 서울 지역의 홈 에이 트를 

거쳐야만 통신이 가능하다. 이는 서비스 지연을 발생시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경로 최 화를 제안한다. 

Fig. 5. Triangle routing problem and Route 

Optimization

제안하는 P2P-SIP 구조의 호출 성립 과정은 같은 도메인 

 다른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발신자와 수

신자의 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처리는 다음과 같다. 

INVITE 메시지에는 추가 정보들이 포함된다. Fig. 6은 발신

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도메인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호출 

성립 과정에 해 나타냈다. 

Fig. 6. Established procedure called from same domain

Step 1 : 발신자가 연결을 설정하고자 할 때, 도메인 이

름과 수신자의 정보를 비교한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도메인이면 발신자는 직  조회를 수행할 수 있으며, 

SIP-URI에 해 해시 함수로 가져오는 처리를 수행한다.

Step 2 : 발신자는 수신자의 정보를 얻는다.

Step 3 : SIP 로토콜을 이용해 연결을 설정한다.

Fig. 7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는 경

우를 나타냈다. 이는 발신자가 홈 벨이 아닌 로컬 벨로 

조회 과정을 수행한다.

Fig. 7. Established procedure called from another domain

Step 1 : 발신자가 홈 게이트웨이에게 직  수신자의 필

드, 도메인 이름과 Local-ID 필드 정보들이 포함된 INVITE 

메시지를 송한다. 

Step 2-3 :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 도메인 정보를 찾고, 

수신자의 정보를 얻는다.

Step 4 : 수신자의 홈 게이트웨이를 찾으면 INVITE 메시

지를 송한다.

Step 5-6 : 수신자의 홈 게이트웨이 정보와 SIP-URI 정

보를 해시 알고리즘으로 가져오는 처리를 수행한다.

Step 7 : INVITE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달된다.

Step 8 : 200 OK 메시지를 발신자에게 회신한다.

Step 9 : SIP 로토콜을 이용해 연결을 설정한다.

3.2 퍼지 논리 기반 쿼럼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P2P-SIP 오버 이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치 리 서비스를 해 로컬 게이트웨이에 퍼지 논리 기

반 쿼럼 시스템을 용한다. 가정 내 단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IP Address 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 메시지를 

오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 게이트웨이에게 송하여 

단말의 치 정보를 갱신한다. Fig. 8은 가정 내 단말이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로컬 게이트웨이에 등록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이동한 지역의 로컬 게이트웨이는 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Local-ID” 정보를 기반으로 어느 로컬 게이트웨이

에서 이동했는지 인지할 수 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 지역 

요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어진 시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 갱신과 호 요청 수에 의해 결정된다.

Step 1 : 이동한 지역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발견하면, 

REGISTER 메시지를 로컬 게이트웨이에게 송한다.

Step 2 : 로컬 게이트웨이는 오버 이 네트워크의 조회 

과정을 통해 이동한 지역의 게이트웨이로 “To”, “From”, 

“Contact” 필드와 “Local-ID” 필드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한 

“200 OK” 메시지를 송한다. 이동한 지역의 게이트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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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ser Registration

Fig. 10. Basic Fuzzy Set for Number of location update

로컬 게이트웨이가 보낸 “200 OK” 메시지를 수신받는다.

Step 3 : 이후 이동한 지역의 게이트웨이는 가입 처리 과

정과 유사한 정보를 “200 OK” 메시지를 단말에게 송한다.

Step 4 : 단말은 이동한 지역의 오버 이 네트워크에 가

입하고, 이동한 지역의 게이트웨이는 시그 링 차를 통해 

단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Step 5 : 이동한 지역의 게이트웨이는 이동한 단말의 상

태를 알리는 REGISTER 메시지를 달한다.

Fig. 9. Focus Area and Out of Focus Area

Fig. 9는 Focus 지역과 Out of Focus 지역에 한 쿼럼 

시스템을 보여 다. 홈 네트워크 내 해당 지역의 쿼럼들은 

다이아몬드형태로 논리 으로 배열된다. 다이아몬드 형상 

안의 원으로 표 된 노드들은 PSP-SIP 오버 이 네트워크

에 참여한 치 피어를 의미하며, 쿼럼 시스템의 최상 와 

최하  행은 각각 2개씩의 치 피어를 포함한다. 

쿼럼 시스템의 총 행의 개수는 홀수라 가정하고, 최상  

행부터 간 행까지 각각의 행을 단계로 구분한다. 단말들

의 이동성에 해 퍼지 논리를 이용하여 주요 활동 지역의 

요도를 응 으로 용하며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 곳을 

Focus 지역, 그 지 않은 곳을 Out of Focus 지역이라고 정

한다. 한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단말을 High, 아

닌 단말을 Low라고 부른다. 제안하는 구조는 Diamond 쿼

럼을 용하여 높은 Read 능력과 가장 작은 최 의 Read 

쿼럼 크기로 메시지 비용을 이도록 한다. 최소 Write 쿼

럼 크기는 노드의 체 상단 는 하단 행과 나머지 각 행

에 한 노드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각 행의 피어 수는 

모든 단계 i(i>0)에 해 만큼씩 증가한다. 모든 I에 해 

    (d는 상수)이고 각 최상  행과 최하  2개씩 노드

를 포함하면 구조인 다이아몬드형의 쿼럼 시스템이 구성

된다. 제안하는 논문의 쿼럼 시스템 구조는 모든 i에 해 

  인 구조를 용한다[15]. 

Max 

Level
Configuration

No. of 

rows

No. of 

nodes

1 2, 6, 2 3 10

2 2, 6, 10, 6, 2 5 26

3 2, 6, 10, 14, 10, 6, 2 7 50

4 2, 6, 10, 14, 18, 14, 10, 6, 2 9 82

... ... ... ...

k 2, 6, ..., (4k+2), ..., 6, 2 2k+1 4k (k+1) +2

Table 1. Structure of  Quorum System

제안하는 P2P-SIP 구조는 퍼지로직을 이용하여 지역 

요도를 결정한다. 단말의 지역 요도는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의 치 갱신 회수와 호 요청의 개수에 의해 결

정된다. 

Fig. 10과 Fig. 11은 각각 가정 내 단말이 있는 지역의 

치 갱신 횟수와 호 요청 개수에 한 기본 퍼지 집합을 보

여 다. 소속 함수에 의해 각각 세 개의 퍼지 집합으로 인

식된다. 치 갱신 정보는 High 단말의 경우 다른 지역 단

말에 비해 호 설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홈 지역에서 

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High의 경우, Focus 지역 쿼럼 

시스템에서 쿼럼을 무작 로 선택하고, 홈 지역의 게이트웨

이에게 새로운 치 정보를 송한다. 만약, Low 단말의 경

우 Out of Focus 지역 쿼럼 시스템에서 쿼럼이 무작 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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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치정보를 송한다. High 단말은 다른 단말에 비해 호 

요청이 자주 발생하므로 더 많은 지역에서 리될 수 있어

야 한다.

Fig. 11. Basic Fuzzy Set for Number of requests

4. 성능 분석

4.1 시스템 모델링

본 논문에서 제안한 퍼지 논리 기반 P2P-SIP 구조와 일

반 인 클라이언트-서버 평면 구조의 메시지 비율, 홉의 수, 

치 리 비용에 해 분석한다. 메시지 비율은 P2P 네트

워크에서 당, 노드당 모든 처리 구성  이동성 측 측

정값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홉의 평균 숫자는 연결 홉 카운

트의 평균수를 나타내고, 기 시간은 연결을 설정하는 평

균 시간에 해 계산한다. 치 리 비용은 치 갱신 비

용과 치 질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메시지 비율()은 홈 벨( )과 로컬 벨()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4][14].

                    (1)

홈 벨 수식은 아래와 같다.

     log        



  

 log   
        (2)

식(2)의    값은 함수 을 이용해 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다[2].

      ×


 



  






 


        (3)

여기서 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max   ≤


             (4)

은 홉의 개수, 은 단말/홈 게이트웨이, 로컬 게이트웨

이가 P2P 오버 이 네트워크에 가입된 수이며, 는 m-bit 

Chord ID와 노드 실패 확률이다. 오버 이 네트워크에 가입

된 모든 단말은 메시지 비율을 기반으로 한다.

P2P 네트워크 내 모든 단말의 가입은 장키의 값 

  

에 해 1로 고정되며, 홉의 수는  (노드,  

당 통화)를 한  비율, 핑거 테이블 (노드당 )를 

한 재등록 비율, 사용자 유지 보수  (노드당 )을 한 

재등록 간격, 노드 가입과 이동 (노드당 )를 한 등록 

비율을 나타낸다. 홉의 상 조회 번호는 아래 수식과 같으

며, 에 노드 실패 값을 부여하고, 에 단말의 수를, 

에는 홈 벨을 부여한다[7].

   

 
 

 

            (5)

 (노드당 처리 시간)는 Chord 링에 한 재등록 비율이

다. 마찬가지로, 로컬 벨 의 메시지 비율은 SIP를 기반

으로 생될 수 있다. SIP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의 

사용자 유지 보수를 한 등록  새로 고침 간격, 가입 등

에 한 비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로컬 벨 홉의 상 조회 번호는 아래 수식과 같다.

    

 
 

  

            (6)

노드 실패 의 확률과 로컬 게이트웨이의 수에 따라 

은 핑거 테이블 에 한 재등록 비율로 사용된다. 한, 

로컬 벨에서 호출 성립을 한  비율로 사용되며 

아래와 같이 표 한다[14].

     log             (7)

제안하는 논문은 사용자의 이동성에 의해 트리거 신호 

차에 따른 추가 메시지 비율에 해 다룬다. 같은(다른) 지

역의 다른 도메인에서 노드당 처리 시간에 해 

으로 나

타낸다. 다른 도메인에 도달하는 경우, 시그  차에 의한 

로컬 벨에서의 추가 메시지 비율은 다음과 같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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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   이동성 비율은 호출 성립 비율에 

비교해 매우 낮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메시지 비율은 경우

에 따라 무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이동성에 의해 트

리거 시그  차의 향이 낮은 것을 말한다.

와 의 평균 홉 수로서, 계층  벨과 홉의 

상 조회 번호의 참여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9)

                (10)

 ,은 홈, 로컬 벨 각각을 한 세션 설정 기 시간

을 나타내고 는 캐시 미스의 확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평균 DHT 조회 홉 카운트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다이아몬드 쿼럼 구조는 최  벨일 경우 k의 

최소 Read 쿼럼 사이즈가 4이고, 최소 Write 쿼럼 크기는 

4k＋２이다. 일반 인 경우, 다이아몬드의 행은 짝수 는 

홀수이다.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두 인  행 사이의 노드 수

는 임의의 정수가 될 수 있으며, 특정 네트워크의 수에 따

라 조정도 가능하다.   로 설정하고, 단계 0부터 단계 

k-1까지 k행에 한 모든 노드의 합은 아래와 같다.

  
 

 

  
 

        (11) 

여기서      ,   를 나타내고, 최  벨의 

k와 모든 i를 한   에서의   노드의 수는 아

래와 같다.

   

            (12)

제안하는 쿼럼 시스템 구조의 치 갱신 비용과 치 질

의 비용에 한 계산은 아래와 같다[15].

         

 

      

  (13)

여기서 은 치 갱신 단말이 High일 확률을 나타내

고, 는 목  단말이 High일 확률을 나타낸다. 단말이 각

각 High와 Low일 경우의 치 갱신 비용은  와 

  와 같이 표 하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는 호 

이동률을 나타내고,  cos는 단  치 갱신 비용을 나

타낸다.

     cos         (14)

  


    cos   (15)

 와  는 단말이 각각 High, Low인 경우의 

치 질의 비용을 나타내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hom  
   

           (16)

   hom  
   

            (17)

여기서  ,   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





 

      (18)

4.2 수치 분석 결과

제안하는 P2P-SIP 구조와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메시

지 비율, 홉의 수의 성능과 제안하는 퍼지 논리 기반의 쿼

럼 시스템 구조와 기존 다이아몬드 쿼럼 시스템 구조의 성

능을 비교한다. 이  장에서 구한 수학  수치 분석 결과 

 모의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수치 분석 결과는 

P2P-SIP 구조와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메시지 비율, 홉

의 수에 한 분석 평가 결과와 퍼지 논리 기반 구조와 다

이아몬드 쿼럼 시스템의 총 비용에 한 분석 평가 결과를 

보여 다. 수치 분석은 시뮬 이션 방식을 이용하며 모의 

실험을 한 시뮬 이터는 C++로 구 하 다. 성능 분석에 

사용하는 매개 변수의 값은 아래 테이블을 참조한다.

Fig. 12와 Fig. 13는 제안하는 P2P-SIP 구조와 클라이언

트-서버(Flat) 구조의 노드 수에 따른 메시지 비율과 노드 

실패 확률에 따른 메시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P2P-SIP 구조 방법은 클라이언트-서

버 방식에 비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

하지만, P2P-SIP 구조는 노드의 수가  증가해도 기존보

다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노드 수에 

따른 메시지 비율은 월등한 결과를 보여줬으며, 노드 실패 

확률에 따른 메시지 비율에서도 평균 7배 이상의 매우 효율

인 결과를 보여줬다.



122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통신 시스템 제3권 제4호(2014. 4)

Parameter Value

 0.02

 0.02

 1

 0.1

 1

 0.5

 0.5

 0

 1

 1.5

 1

 0.5

 

Table 2. The parameters of the P2P-SIP Architecture

Parameter Value

 0.02

 0.02

 1

 0.1

 1

 0.5

 

 0.5

 1

 1

  2

Table 3. The parameters of the Client-Server Architecture

Parameter Value

 128

 0.25

 0.75

 cos 2

hom  1

 2

Table 4. The Parameter of the Quorum System

1) 메시지 비율

Fig. 12. Message rates versus total number of nodes

Fig. 13. Message rates versus probability of node failure

2) 평균 홉 수

Fig. 14. Mean number of hops versus total number of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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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ean number of hops versus probability of node 

failure

Fig. 14와 Fig. 15는 제안하는 P2P-SIP 구조와 클라이언

트-서버 구조의 노드 수에 따른 평균 홉 수와 노드 실패 확

률에 따른 평균 홉 수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노드 수에 따른 평균 홉 수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 

비해 P2P-SIP구조에서 기본 으로 우수한 수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노드 수의 증가에 따른 평균 홉 수 증가율은 두 구

조가 비슷했다. 노드 실패 확률에 따른 평균 홉 수는 

P2P-SIP구조가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보다 좀 더 우수한 결

과를 보여줬다.

3) 총 비용 

Fig. 16. Total Cost versus Call to Mobility Ratio

Fig. 16은 제안하는 퍼지 논리 기반 구조와 다이아몬드 

쿼럼 시스템의 호 이동률에 따른 총 비용에 해 나타냈다. 

제안하는 퍼지 논리 기반 구조는 다이아몬드 쿼럼 시스템 

구조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다. 퍼지 논리 기반의 쿼

럼 크기가 다이아몬드 쿼럼 시스템의 쿼럼 크기보다 상

으로 작기 때문에 호 이동률이 높아지고 비용 한 낮게 나

타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에서 퍼지 논리 기반 

P2P-SIP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구조는 홈 벨과 로컬 

벨로 구분한 P2P-SIP 홈네트워크 구조로 설계되어 오버

이 네트워크의 삼각 라우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 최 화

를 수행한다. 한, 퍼지 논리 기반의 쿼럼 시스템으로 작은 

크기의 쿼럼을 용하여 높은 Read 능력과 가장 작은 최

의 Read 쿼럼 크기로 메시지 비용을 감소시켰다. 지역 요

도를 고려하기 해 주요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단말을 

High로, 그 지 않은 단말을 Low로 구분하여 리하 다. 

특히 제안하는 구조는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와 다이

아몬드 쿼럼 시스템과 각각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성능의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능 분석 결과, 기존 클라이

언트-서버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

할 수 있었다. 한 치 갱신은 물론, 치 질의에서도 작

은 쿼럼을 사용하여 높은 호 이동률  매우 효율 인 구조

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신규 홈네트워크 사업

자에게 효율 이고 낮은 구축 비용으로 홈네트워크 서비스

가 가능한 퍼지 논리 기반의 쿼럼 시스템을 용한 P2P-SIP 

구조를 제안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의 다른 P2P기반 구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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