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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피어의 콘텐츠 탐색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동 P2P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

하는 이동 P2P 구조는 이동 피어의 탐색 비용을 감소시키기 해 이동 피어,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로 구성된 3계층 구조이다. 이동 피어가 콘텐츠 탐색을 수행하기 해서는 통신 가능한 피어로부터 

콘텐츠를 찾고 질의 역 확장을 해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를 이용한 계층  콘텐츠 탐색을 

수행한다. 계층  콘텐츠 탐색, 피어 이동성에 따른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해 이동 피어의 가입/탈

퇴 과정은 이동성을 지원하는 메시지 구조에 의해 명시 으로 상  피어에 장한다. 실험 평가 결과 제안

하는 구조는 기존의 2계층 구조 보다 콘텐츠 탐색 속도가 약 32% 향상되었고 고정 슈퍼 피어로 송되는 

메시지를 감소시켜 고정 슈퍼 피어 탐색 부하를 약 25% 감소시켰다.

 ■ 중심어 :∣이동 P2P 구조∣이동 슈퍼 피어∣고정 슈퍼 피어∣콘텐츠 탐색∣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obile P2P structure supporting content searches for mobile 

peers efficiently. The proposed mobile P2P structure is a 3-tier structure which consists of a 

mobile peer, a mobile super peer, and a stationary super peer to reduce the content search cost 

of mobile P2P service. For content searches, mobile peer searches content in the communication 

range and performs hierarchical content searches which is using mobile super peer, stationary 

super peer for expansion of query region. In order to support hierarchial content searches and 

the continuity of services according to peer mobilities, peer's join/leave processes are explicitly 

stored by supporting message structures to the upper layer  It is shown through experimental 

evaluation that the proposed structure improves about 32% contents search performance over 

the existing 2-tier structure. Since it also reduces the messages transferred to the stationary 

super peers, it reduced about 25% search load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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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바일 폰, PDA와 같은 향상된 무선 기기 제조 기술

의 발 에 따라 무선 이동 환경에서 P2P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한 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동 P2P 시

스템에서 P2P 노드는 유선 P2P 시스템의 노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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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역폭, 밧데리 수명에 의한 짧은 생명주기, 노드 

이동성에 의한 상 불일치와 같은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무선 이동 환경에서 P2P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한 효율 인 콘텐츠 탐색 기술들이 연구

되고 있다.

순수 이동 P2P 시스템에서는 피어 자율성으로 인해 

콘텐츠 탐색 효율을 향상시키기 한 일 된 P2P 시스

템 구축이 어렵다. 한, 로드캐스트 패킷을 복되게 

수신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웃 노드간의 자원 경쟁  

패킷 충돌 상을 유발하는 로드 스트 스톰 상의 

단 이 있다[1].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해 오버 이 

네트워크 는 슈퍼 피어 오버 이 네트워크 구조를 이

용하여 탐색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특히 슈퍼 피어 구조에서는 근본 인 상 불

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물리  지역성을 고려한 슈

퍼 피어 오버 이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2-5]. 이러한 이동 P2P 시스템은 IEEE 

802.11 기반의 교통정보, 차- -차 날씨 정보 교환, 음

악, 비디오, 클립이미지 공유 그리고 일 일 미 , 이동 

자 상거래, 유비쿼터스 컴퓨 과 같은 애 리 이션

에 사용된다[3][5][6]. 

순수 이동 P2P 구조의 로드 스트 스톰의 단 을 

해결하기 해 오버 이 네트워크 는 슈퍼 피어를 이

용한 하이 리드 구조를 제안하 다[2-5]. 기존에 제안

된 이동 P2P 구조는 2계층 구조로서 이동 피어의 자율

성  이동성을 지원하는 메시지 구조에 한 고려가 

없으며 이동  피어의 이동성 리를 한 주기 인 통

신비용이 발생한다. 한, 이동  피어가 콘텐츠 탐색 메

시지를 필수 으로 고정된 슈퍼 피어로 송해야 하기 

때문에 탐색 과정에서 슈퍼 피어의 부하가 발생한다. 

기존 이동 P2P에서는 슈퍼 피어 임 시 슈퍼 피어 선

출 과정이 필요하며 비정상 인 이탈시 서비스 연속성

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피어의 정보를 계층 으로 리

하여 효율 인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질의 역 확장,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동 P2P 구조를 제안

한다. 제안하는 P2P 구조는 이동 피어,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 구조로 구성된다. 이동 피어는 자신의 

콘텐츠 목록을 이동 슈퍼 피어에 등록하고 이동 슈퍼 

피어는 해당 콘텐츠 목록을 고정 슈퍼 피어로 동기화한

다. 제안 구조는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속도를 개선하

고 탐색 메시지 비용을 최소화 한다. 한, 구조  특성

에 의해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이동 P2P 

구조를 한 기존 연구에 해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기

존 연구의 구조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제안 구조 

 기능에 해 기술한다. IV장에서는 기존 구조와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마지막 V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

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무선 통신을 이용한 이동 P2P 구조에서 콘텐츠 탐색 

효율성 향상, 질의 역 확장, 이동성 리를 한 오버

이 네트워크, 슈퍼 피어, 순수 P2P 구조가 제안되었

다. 오버 이 네트워크 구조는 피어간의 링크 정보 

는 데이터와 주소값을 해시로 리함으로서 콘텐츠 탐

색을 제공한다. 순수 P2P구조는 피어 간에 로드 스

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슈

퍼 피어 구조는 슈퍼 피어가 물리 인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순수 P2P구조의 Rank-based 

Broadcast 기법[7]은 CSMA환경에서 broadcast trigger

와 트래픽 용량을 최 화하기 해 가장 의미 있는 자

원 정보, 즉 특정 역에 가 치를 고려한 정보와 질의

를 동시에 broadcast함으로서 이동객체 이동시(R/2) 새

로운 역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오버 이 네트워크 구조로 LL-NET[2], Multi-level 

hashing[3] 등이 제안되었다. LL-NET 구조는 오버

이 네트워크가 이동 피어에 한 치 정보만을 리하

고 이동 피어가 근  피어의 콘텐츠 인덱스를 리한

다. 따라서 콘텐츠 탐색 시 LL-NET을 참조할 경우 콘

텐츠 인덱스 정보를 오버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리

하지 않음으로 LL-NET에 의해 반환되는 모든 피어에 

해 탐색질의를 달하는 1:N의 비효율 인 탐색 연

산을 수행한다. Multi-level hashing 구조는 2 벨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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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기법을 이용하여 라우  비용을 감소시킨다. 첫 

번째 벨은 콘텐츠 요청을 지역 으로 해시하여 라우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고 두 번째 벨에서는 요청하

는 역으로 질의를 달하여 질의 역을 확장한다.

슈퍼 피어 구조로 LAWM[4], Network-aware file 

sharing[5], Index-server 최 화[6] 기법들이 제안되었

다. LAWM 구조는 콘텐츠 탐색과 질의 역 확장, 이

동성 리를 해 지역 인 하  오버 이를 구성하고 

상  오버 이의 슈퍼 피어를 Chord ring으로 구성한

다. Chord ring은 상 의 슈퍼 피어들을 원형 주소 공간

에 노드의 데이터와 주소를 해시하여 핑거 테이블

(finger table) 테이블을 구성하는 기법이다. 한, 이동

성 리를 상  오버 이의 슈퍼 피어가 피어를 주기

으로 리한다. 그러나 콘텐츠 탐색 시 필수 으로 고

정된 슈퍼 피어에 탐색 질의를 달해야 하는 단 이 

있다. Network-aware file sharing구조는 무선 이동 네

트워크에서의 P2P 일 공유 애 리 이션 의 자

원탐색을 해 클러스터 헤더가 피어의 공유 일 인덱

스와 치정보를 리한다. 피어의 이동성 리를 해 

클러스터 헤더가 Mobile IP의 에이 트 역할을 수행한

다. 일반 피어가 일 탐색 질의를 수행할 경우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의 슈퍼 피어에 요청을 달하여 IP 주소 

기반의 최장 리픽스 검색을 수행한다. 한 슈퍼 피

어 단  시 자원 기반의 임 피어 선출을 수행한다. 

Index-server 최 화 기법은 무선 Ad-hoc환경에서의 

Index-server 기법을 비교하 다. 이 연구에서는 

Flooding의 메시지 생성, 탐색 결과 불확실성, 탐색속도 

하와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한 Consistent와 Local 

기법을 제안하 다.

III. 제안하는 이동 P2P 구조

1. 제안 동기

무선 이동 환경에서의 효율 인 콘텐츠 탐색, 질의 

역 확장, 서비스 연속성 지원을 해 이동 피어,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로 구성된 이동 P2P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이동 P2P 구조는 피어 상호간에 계

층 으로 콘텐츠 목록을 리함으로서 이동 P2P 구조

에서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질의 역 확장, 서비스 연

속성을 극 화할 수 있다. 한, 이동 피어,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가 콘텐츠 명 외의 이동피어 치, 

이동방향/속도 등을 고려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탐색을 

수행한다. 

이동 P2P 환경에서는 특정 피어가 이동하면서 특정 

콘텐츠를 사용하기 해 콘텐츠 소유 피어를 탐색한다. 

이동 피어에 포함된 콘텐츠를 연속 으로 서비스 받기 

해서는 이동성이 유사한 피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제안하는 이동 P2P 구조는 피어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포함한 피어를 효과 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이동 P2P구조에서의 이동성을 고

려한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서비스를 나타낸다. 

그림 1. 이동성을 고려한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서비스

이동 피어는 통신 가능 역 R 내에서 통신하고 이동 

슈퍼 피어 Ot1은 이동 피어 Ot1, Ot2, Ot3, Ot4 의 콘텐츠 

정보를 등록하여 리하고 해당 정보를 고정 슈퍼 피어 

SS에 송하여 일 성을 유지한다. 이때, 고정 슈퍼 피

어 SS는 특정 역의 모든 이동 슈퍼 피어에 한 정보

를 리한다. 이동피어 Ot4는 근  피어 탐색을 통해 

Ot1, Ot3 의 콘텐츠 목록을 공유하고 이동 슈퍼 피어인 

Ot1을 통해 자신통신 역 외의 Ot2가 Seg#1의 지역으

로 1m/s의 속도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동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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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Ot4는 Ot2를 선택하여 송 받고자 하는 콘텐츠를 지

속 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림 2]는 기존 2계층 이동 P2P 구조를 나타낸다. 기

존 2계층 구조에서 슈퍼 피어(SP1, SP2, SP3)는 특정 

치에 고정되어 해당 역의 이동  피어를 리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이동피어 Ot1가 콘텐츠 탐색 수행 시 Ot2

가 찾고자 하는 콘텐츠를 소유할 경우 슈퍼 피어 SP2로 

탐색 메시지를 달하여 최소 2회의 탐색 메시지를 

송해야 한다. 기존 2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 콘텐츠 탐색 시 필수 인 슈퍼 피어로 탐색 메시

지 달에 의한 고정된 슈퍼 피어 부하가 증가함.

• 질의 역 확장을 해 슈퍼 피어 SP1, SP2, SP3

가 일 성 유지를 한 슈퍼 피어 간의 주기 인 

통신   자신이 슈퍼 피어임을 방송해야 하는 통

신 오버헤드 발생함.

• 슈퍼 피어 이탈 시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한 

임 피어 선정을 한 선출 단계가 필요하고 이에 

의한 메시지 오버헤드가 발생함.

• 슈퍼 피어 비정상 이탈 시 고정된 슈퍼 피어 간의 

물리  치, 서비스 부하에 의해 서비스 목록을 

완벽하게 임할 수 없음.

• 기존 해시 기반 슈퍼 피어 구조는 콘텐츠와 치

만을 해시함으로서 정확 일치 질의만 가능하고 물

리 인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상 불일치 

발생함.

그림 2. 기존 2계층 이동 P2P구조

2. 제안 구조

제안하는 P2P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이동 피어(Ot), 

이동 슈퍼 피어(MSPn), 고정 슈퍼 피어(SS) 3계층의 구

조로 구성되어 이동 피어의 콘텐츠 목록에 한 계층  

리  탐색을 수행한다. 지역 으로 분리되어 통신이 

불가능한 이동 피어 간의 콘텐츠 목록 공유를 해 이

동 슈퍼 피어 MSP1과 MSP2가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질

의 역을 확장하고 고정 슈퍼 피어를 통해 일 성을 

유지한다.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수행 시 이동 피어는 

근  피어 탐색 과정을 통해 통신 가능한 피어들의 콘

텐츠 목록을 공유하고 없는 경우 이동 슈퍼 피어를 통

한 탐색을 수행한다. [표 1]은 제안 구조의 구성요소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3. 제안하는 이동 P2P구조

요소 역할

이동 피어
실제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콘텐츠 탐색을 요청하는 수행

하는 피어로 필요에 따라 이동 슈퍼 피어의 역할 수행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와 이동 피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여 고정 

슈퍼 피어 부하 감소, 지역적으로 이동 피어를 관리하여 

탐색 속도 향상 및 질의 영역 확장 수행

고정 슈퍼 

피어

이동 슈퍼 피어의 콘텐츠 목록을 저장하여 지역적인 이동 

슈퍼 피어간의 콘텐츠 일관성 유지 및 이동 슈퍼 피어 간

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 

표 1. 이동 P2P구조 구성 요소 역할 정의

이동 피어는 피어 자율성을 지원하기 해 동 으로 

클라이언트/서버 역할을 동 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을 동  이동 슈퍼 피어 이라 하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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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질의 역 확장과 고정 슈퍼 피어와 피어 목록을 동

기화하여 콘텐츠 일 성을 유지한다. 이동 피어가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통신 가능한 역 내에 이동 피어가 없는 경우

• 직 으로 통신 가능한 이동 피어로부터 수신한 

콘텐츠 목록을 참조하여 기존 이동 슈퍼 피어와의 

거리가 R+R 이상일 경우

• 이동 슈퍼 피어로부터 탈퇴 메시지를 달받은 경우

[그림 4]는 이동 피어가 임의의 x, y 좌표에서 이동 

슈퍼 피어 이 조건에 의해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되

는 과정을 나타낸다. 첫 번째 조건으로 이동 슈퍼 피어 

MSP1～ MSP4,는 이동 슈퍼 피어로 생성되고 이동 슈

퍼 피어 상호간에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지역 으로 분

리된 역의 콘텐츠 정보를 공유하여 질의 역을 확장

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으로 MSP5는 이동 슈퍼 피어

로 생성되고 세 번째 조건에 의해 MSP6은 이동 슈퍼 

피어 MSP5가 자신의 이탈을 MSP6 피어에 한다. 

MSP6 피어는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되어 이동 슈퍼 피

어의 서비스 목록을 임하여 이동 슈퍼 피어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림 4. 이동 슈퍼 피어 생성

이동 피어의 이동성  피어 역할을 고려한 탐색을 

지원하기 해서는 콘텐츠 명과 치정보 외에, 방향/

속도, 서비스모드, 콘텐츠 목록 개수와 같은 요소를 고

려해야 한다. 이동 피어가 이동하면서 특정 콘텐츠를 

연속 으로 서비스 받기 해서는 탐색된 콘텐츠 소유 

피어 목록  자신과 가장 유사한 이동 방향/속도로 이

동하는 피어를 탐색해야 한다. 이동 피어를 탐색하기 

해서는 콘텐츠 명 외의 이동피어 치, 이동방향/속

도 등을 고려한  메시지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5]는 제안 구조에서 교환하는 메시지 구조를 나타낸 것

이고 [표 2]는 메시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한다.

ID X,Y R_Itm Q_Itm Mod Dir/Speed Cnt LifeTm Range

그림 5. 메시지 구조

항목 정의

ID 이동 피어 ID

X,Y 이동 피어의 위치 좌표(x,y)

R_Item 이동 피어가 소유한 콘텐츠 명

Q_Item 이동 피어가 탐색하고자하는 콘텐츠 명

Mode 이동, 슈퍼 피어 구분

Dir/Speed 이동 피어 방향/속도

Cnt 이동 피어가 콘텐츠 목록 개수(n+1)

LifeTm 이동 피어 생존 시간

Range 이동 피어 전파 범위(N홉)

표 2. 이동성을 고려한 메시지 구조 상세 설명

제안 구조의 메시지 구조에서 이동  피어가 콘텐츠 

목록과 자신의 이동성을 고려한 가능한 질의는 다음과 

같다.

• 재 치에서 통신 가능한 이동피어  특정 콘

텐츠를 소유한 이동피어들  가장 근 한 이동피

어를 검색하라.

• 재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동 피어  

특정 콘텐츠를 소유한 피어  자신과 가장 유사

한 방향/속도로 이동하는 이동피어를 검색하라.

• 재 치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소유한 이동피

어를 탐색하라.

제안 구조의 메시지 형식은 기존 해시 기반의 정확 

일치 질의 외에 다양한 조건을 용할 수 있는 불리언 

질의가 가능하다.



콘텐츠 검색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이동 P2P 구조 35

3. 피어 관리

이동 P2P 구조에서 피어 이동성 리를 한 슈퍼 피

어의 주기 인 방송은 체 인 메시지 양과 슈퍼 피어 

부하를 증가시킨다. 제안하는 이동 P2P 구조에서는 명

시  등록/탈퇴 과정에 의해 피어 이동성이 리된다. 

[그림 6]은 이동 피어,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

를 계층으로 리하기 한 과정을 나타낸다. Ot1피어

가 이동 슈퍼 피어로 생성되면 자신의 콘텐츠 목록을 

고정 슈퍼 피어로 등록한다. 이후 생성된 이동 피어 Ot2, 

Ot3, Ot4는 이동 슈퍼 피어 Ot1에 등록하고 Ot1은 해당 콘

텐츠 목록을 고정 슈퍼 피어로 송한다. 한, 이동 피

어 Ot2, Ot3, Ot4가 이탈 는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명시

으로 탈퇴 메시지를 이동 슈퍼 피어에 송한다. 이

동 슈퍼 피어 Ot1은 해당 이동 피어의 콘텐츠 목록을 삭

제하고 Ot2, Ot3, Ot4에 한 탈퇴 정보를 고정 슈퍼 피어

로 송하여 동기화를 수행한다. 이때, 이동성 리를 

이동 슈퍼 피어가 주기 인 방송을 통해 리하지 않고 

이동 피어 Ot2, Ot3, Ot4가 이동 슈퍼 피어 Ot1로 명시  

등록/탈퇴를 수행하여 메시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탐색 

효율성  일 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6. 피어의 명시적 등록/탈퇴 과정

이동 슈퍼 피어는 고정 슈퍼 피어를 통해 콘텐츠에 

한 일 성을 유지하고 질의 역 확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7]은 이동 슈퍼 피어가 이동피어의 등록 메

시지를 수신한 경우 해당 콘텐츠 목록을 자신의 객체로

서 장하고 해당 콘텐츠 목록을 고정 슈퍼 피어로 

송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Algorithm InsertNormalPeer(contMsg) 
/* 이동 피어의 콘텐츠 목록 장  고정 슈퍼 피어로 콘텐츠  
   목록 송 */
{
     송된 이동피어 콘텐츠 목록 장;
     콘텐츠 목록을 고정 슈퍼 피어로 송;  
}

그림 7. InsertNormalPeer()알고리즘

[그림 8]은 이동 피어와 이동 슈퍼 피어의 명시  탈

퇴알고리즘을 나타낸다. 

Algorithm LeavePeer()
/* 이동피어 는 이동슈퍼피어가 탈퇴할 경우의 명시  탈
퇴 메시지 송  */ 
{
   if(이동 슈퍼 피어일 때) { 
      이동피어의 탈퇴 메시지를 고정 슈퍼 피어로 송;
      자신이 리하는 이동 피어들에게 탈퇴 메시지 방송;
    }
    else { 
      이동 슈퍼 피어에 탈퇴 메시지 송;
    }
}

그림 8. LeavePeer()알고리즘

4.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이동 P2P 구조에서 콘텐츠 탐색을 한 임의 인 탐

색 메시지 송은 로드 스트 스톰 상을 발생시킨

다. 한  필수 인 슈퍼 피어 참조과정에 의해 근  피

어에 해 우회 인 탐색이 발생하고 슈퍼 피어의  부

하를 증가시킨다. 제안하는 이동 P2P구조의 이동 피어

는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시 세가지 략에 의해 탐색

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이동 피어는 통신 가능한 근

 피어의 콘텐츠 목록 공유를 한 근  피어 탐색을 

수행한다. 둘째, 이동 슈퍼 피어로 이 된 경우 고정 

슈퍼 피어를 이용하는 탐색을 수행한다. 셋째, 통신 가

능한 근  역 내의 이동 슈퍼 피어를 이용하여 탐색

을 수행한다. [그림 9]는 첫 번째 략인 근  피어 탐색

을 통해 통신 가능한 근  피어 간에 콘텐츠 목록 공유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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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근접 피어 탐색에 의한 콘텐츠 목록 공유

이동 피어 Ot1, Ot2, Ot3, Ot4는 순차 으로 생성 되어 

각 피어의 콘텐츠 목록을 공유한다. 피어 Ot5는 근 피

어 탐색 과정을 통해 4개의 피어를 인식하고 콘텐츠 목

록을 공유한다. 이 과정을 통해 Ot5 는 “dog"에 한 콘

텐츠 소유 피어인 Ot1, Ot3 로 속하여 콘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표 3]은 근  피어 탐색 과정에 한 콘

텐츠 목록 공유 결과를 나타낸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

은 2가지의 장 이 있다. 첫째, 통신 가능한 근  피어 

간에 콘텐츠 목록을 공유를 통해 직 으로 콘텐츠 목

록을 탐색 할 수 있고 이동 피어 상호 간에 풍부한 콘텐

츠 목록을 달할 수 있다. 둘째, 이동 슈퍼 피어로 질

의를 달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여 이동 슈퍼 피

어 부하가 감소할 수 있다. 

피어ID 좌표 등록 질의 근 피어 소유피어 역할

Ot1 50.40 dog cat null null 슈퍼

Ot2 40.50 cow dog Ot1 Ot1 일반

Ot3 30.40 dog cow Ot1, Ot2 Ot2 슈퍼

Ot4 30.50 bear deer Ot1, Ot2, Ot3 null 일반

Ot5 40.40 cat dog Ot1, Ot2, Ot3, Ot4 Ot1, Ot3 일반

표 3. 근접 피어 탐색 결과

[그림 10]은 이동 피어의 근  피어 탐색 과정에서 이

동 피어의 좌표 기 으로 통신 가능한 근  역 R 내

에 존재하는 이동 피어를 인식하는 있는 라우  알고리

즘을 나타낸다. 이동피어는 XyCoordinRangeCal()을 수

행하여 통신 가능한 이동피어의 콘텐츠 목록을 공유한다.

Algorithm XyCoordRangeCal(Xcrd, Ycrd, N) 
/* 피어 자신의 좌표를 기 으로 통신가능 역 내의 피어 탐색  */ 
{
   /* 통신 가능 역 내의 X축 최소, 최  좌표 값 추출 */
   for(Xmin=Xcrd-N;Xmin<=Xmax;Xmin=Xmin+N){
     /* 통신 가능 역 내의 Y축 최소, 최  좌표 값 추출 */
     for(Ymin=Ycrd-N;Ymin<=Ymax;Ymin=Ymin+N){
         /* 통신 가능 역 내의 X,Y축 좌표 값 장 */
         nnCoordList=Xmin+Ymin;
     }
   }
   return nnCoordList
}

그림 10. XyCoordRangeCal()알고리즘

[그림 11]은 두 번째 탐색 략인 고정 슈퍼 피어를 

통한 이동 슈퍼 피어의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과정과 

세 번째 탐색 략인 이동 피어가 이동 슈퍼 피어를 통

해 콘텐츠 소유 피어를 탐색하는 2가지 경우를 나타낸

다. 첫째, Ot1, Ot2, Ot3 피어가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되

어 고정 슈퍼 피어의 콘텐츠 목록을 다운로드하여 직

으로 콘텐츠 소유 피어를 찾을 수 있다. 둘째, Ot4는 

이동 슈퍼 피어 Ot1으로 탐색 메시지를 송하고 탐색 

결과가 없으면 Ot1은 고정 슈퍼 피어를 탐색하여 콘텐

츠 소유 피어의 정보를 Ot4로 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동 피어가 이동 슈퍼 피어를 통해 지역  탐색 범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질의 역 확장을 제공한다. 

[표 4]는 고정 슈퍼 피어와 이동 슈퍼 피어를 통해 질의 

역 확장에 한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결과를 나타낸

다.

그림 11. 고정 슈퍼 피어를 이용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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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ID 좌표 등록 질의 근 피어 소유피어 역할

Ot1 40.40 cow dog null null 슈퍼

Ot2 20.70 tiger cow Ot1 Ot1 슈퍼

Ot3 60.70 horse tiger Ot1, Ot2 Ot2 슈퍼

Ot4 50.40 deer horse Ot1, Ot2, Ot3 Ot3 일반

표 4. 고정 슈퍼 피어 탐색 결과

[그림 12]는 이동 피어가 이동 슈퍼 피어를 통해 콘텐

츠 소유 피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동 피어가 동 으

로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되는 2가지 경우와 이를 이용

한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과정을 나타낸다. 이동 피어 

Ot1, Ot4는 근  피어 탐색을 수행하고 첫 번째 이동 슈

퍼 피어 이 조건에 의해 이동 슈퍼 피어로 생성된다. 

이동 피어 Ot2, Ot3, Ot5는 근  피어 탐색 과정에 의해 

이동 슈퍼 피어 Ot1에 콘텐츠 목록을 등록한다. 이동 피

어 Ot6는 근  피어 탐색 과정을 통해 Ot2와 콘텐츠 목

록을 상호 공유한다. Ot6과 Ot1의 통신 가능 거리가 R+R 

이상이므로 두 번째 이동 슈퍼 피어 이 조건에 의해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된다. [표 5]는 이 과정에 한 이

동 슈퍼 피어 생성 결과  탐색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2. 이동 슈퍼 피어 생성 및 탐색

피어ID 좌표 등록 질의 근 피어 소유피어 역할

Ot1 40.40 cat dog null null 슈퍼
Ot2 50.30 bear cat Ot1 Ot1 일반
Ot3 50.50 horse bear Ot1, Ot2 Ot2 일반
Ot4 20.70 cow tiger Ot1, Ot2, Ot3 null 슈퍼
Ot5 30.30 tiger cow Ot1, Ot2, Ot3, Ot4 Ot4 일반
Ot6 60.20 snake bear Ot1, Ot2, Ot3, Ot4, Ot5 Ot2 슈퍼

표 5. 이동 슈퍼 피어 생성 및 탐색 결과

[그림 13]은 이동 피어 Ot4가 근  피어 탐색 과정을 

통해 통신 가능한 콘텐츠 소유 피어에 한 2개의 경로

를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Ot1이 이동 슈퍼 피어로 

생성되고 이동피어 Ot2, Ot4 는 각각의 콘텐츠 목록을 이

동 슈퍼 피어인 Ot1 에 콘텐츠 목록을 등록한다. 이동 

피어 Ot4는 이동 슈퍼 피어 Ot1을 통해 통신이 불가능한 

이동 피어 Ot2 와 통신 가능한 이동 슈퍼 피어 Ot3를 동

시에 탐색 할 수 있다. [표 6]은 이 과정에 한 탐색 결

과를 나타낸다.

 

그림 13. 2개의 콘텐츠 소유 피어 경로

피어ID 좌표 등록 질의 근 피어 소유피어 역할

Ot1 40.40 cat dog null null 슈퍼

Ot2 30.50 cow cat Ot1 Ot1 일반

Ot3 60.50 cow bear Ot1 null 슈퍼

Ot4 50.40 dog cow Ot1, Ot2, Ot3 Ot2, Ot3 일반

표 6. 2개의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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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이동 피어가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되는 

과정을 나타낸 알고리즘이다. XyCoordinRangeCal() 수

행 결과가 없는 경우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된다. 반

의 경우 공유된 콘텐츠 목록  [그림 5]의 메시지 구조

의 “Mod" 필드를 참조하여 통신 불가능 역 R+R 거

리 이상에 이동 슈퍼 피어가 존재할 경우 이동 슈퍼 피

어로 이된다. 

Algorithm RoleTransPeer()
/* 이동 슈퍼 피어 이 조건에 의한 이 과정 수행  */ 
{
  nnHopCnt = XyCoordRangeCal(Xcrd, Ycrd, N);
  /* 근  피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동 피어 역할 수행 */ 
  if( nnHopCnt > 0  ) {
     for ( i = 0; i < nnHopCnt; i ++ )  {
     근  피어 콘텐츠 목록 공유  이동 슈퍼 피어에 등록;
  }       
  if(nnHopCnt==0||기존 이동 슈퍼 피어와의 통신 거리가 R+R 이상인 경우)){
   이동 슈퍼 피어로 이;
   고정 슈퍼 피어 콘텐츠 목록 다운로드;
  }
}

그림 14. 이동 피어/이동 슈퍼 피어 등록 알고리즘

5. 이동 슈퍼 피어 클러스터를 이용한 질의 영역 

확장

이동 피어가 등록된 이동 슈퍼 피어 내에 탐색하고자 

하는 콘텐츠 소유 피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속 인 

탐색 메시지 송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이동 피어가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되고 기존 

서비스 인 이동 슈퍼 피어와 통신이 가능한 경우 이

동 슈퍼 피어간의 질의 역 확장 과정이 필요하다. 제

안하는 이동 P2P 구조에서는 질의 역 확장을 해 이

동 슈퍼 피어간의 동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그림 15]는 근  이동 슈퍼 피어 클러스터 구성 과정

과 탐색 과정을 나타낸다. 피어 Ot1이 이동 슈퍼 피어로 

생성 되고 Ot2가 생성되어 상호간에 통신 가능한 경우 

Ot2는 Ot1 의 좌표와 콘텐츠 목록을 자신의 이웃 이동 

슈퍼 피어 목록에 장한다. 이후 Ot3가 콘텐츠 목록을 

Ot2로 등록하면 Ot2는 Ot1으로 해당 콘텐츠 목록을 송

하고 Ot4의 경우 동일한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

해 Ot1과 Ot2가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질의 역 확장을 

수행한다. (a)의 경우는 Ot1과 Ot2가 이동 슈퍼 피어 클

러스터로 생성되는 이고 (b)의 경우는 이동 슈퍼 피

어 Ot5는 일반 이동 슈퍼 피어 생성의 를 나타낸다. 

[표 7]은 근  이동 슈퍼 피어 클러스터와 일반이동 슈

퍼 피어의 생성 결과와 근  이동 슈퍼 피어 클러스터

를 통한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5. 이동 슈퍼 피어들 사이의 동적 클러스터

피어ID 좌표 등록 질의 근 피어 소유피어 역할

Ot1 30.30 cow dog null null 슈퍼(C)

Ot2 50.50 horse cat Ot1 null 슈퍼(C)

Ot3 40.60 horse cow Ot1, Ot2 Ot1 일반

Ot4 20.20 cow horse Ot1 Ot2, Ot3 일반

Ot5 60.10 horse dog Ot1, Ot2, Ot3, Ot4 null 슈퍼(N)

Ot6 50.20 deer cow Ot5 Ot1, Ot2 일반

표 7. 이동 슈퍼들 사이의 클러스터 탐색 결과

[그림 16]은 기존의 이동 슈퍼 피어 사이에 새로 생성

되어 통신 반경 내의 이동 슈퍼 피어가 기존의 이동 슈

퍼 피어를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성을 나타낸다. Ot1, 

Ot2, Ot3, Ot4가 지역 으로 떨어져서 이동 슈퍼 피어 서

비스를 수행하고 Ot5가 근  탐색 과정을 통해 이동 슈

퍼 피어로 이되어 Ot1, Ot2, Ot3, Ot4와 클러스터를 구

성하고 콘텐츠 목록 교환하여 질의 역 확장 기능을 

제공한다. [표 8]은 이 과정에서 이동 슈퍼 피어 클러스

터에 한 탐색 수행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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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동 슈퍼 피어 통신 반경 내에 새로운 이

동 슈퍼 생성

피어ID 좌표 등록 질의 근 피어
소유
피어

역할

Ot1 20.20 cow dog null null 슈퍼

Ot2 60.60 monkey cat null null 슈퍼

Ot3 60.20 deer cow Ot1, Ot2 Ot1 슈퍼

Ot4 20.60 monkey dog Ot1, Ot2, Ot3 null 일반

Ot5 40.40 dog cat Ot1, Ot2, Ot3, Ot4 null 슈퍼(C)

Ot6 50.70 horse deer Ot2 Ot3 일반

표 8. 끼어든 경우 이동 슈퍼 클러스터 탐색 결과

6. 이동 슈퍼 피어 서비스 연속성

제안하는 이동 P2P구조에서 이동 슈퍼 피어의 이동

성을 고려한 서비스 연속성을 해 이동 슈퍼 피어의 

이탈 는 비정상 종료 시 이동 슈퍼 피어가 리하는  

서비스 목록을 다른 이동 슈퍼 피어에게 달하는 임

이 요하다. 따라서 이동 슈퍼 피어의 서비스 목록을 

임하는 2가지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 슈퍼 

피어가 이동할 경우 자신이 리하는 피어 목록을 참조

하여 임 피어를 선정하고 자신의 이탈을 알리는 명시

 임을 통해 불필요한 선출 과정을 생략하여 이동 

피어 간의 불필요한 메시지 송을 최소화한다. 둘째, 

이동 슈퍼 피어의 갑작스런 단  시 이동 피어가 이동 

슈퍼 피어의 단 을 인식하는 경우 는 이동 슈퍼 피

어가 최 의 임피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이

탈을 방송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17]은 첫 번째 임 기법을 나타낸다. Ot1이 

재의 치에서 다른 치로 이동할 경우 자신이 리하

는 피어 목록 Ot2, Ot3, Ot4  가장 근 하고 이동방향과 

속도가 Ot1와 가장 유사한 Ot4에게 임하여 서비스 연

속성을 보장한다. 한, Ot1이 Ot4에게 콘텐츠 목록을 

임하던  Ot1 이 갑작스런 단  시  제안된 메시지 형

식 [그림 5]의 콘텐츠 목록 개수(Cnt)를 참조하여 송

되지 않은 콘텐츠 목록을 고정 슈퍼 피어로부터 완벽하

게 임 받을 수 있다. 

그림 17. 이탈 할 경우 위임피어 선정

[그림 18]은 두 번째 임 기법을 나타낸다. 이동 슈

퍼 피어 Ot1 기존의 역 0에 해 이동 슈퍼 피어로 서

비스 수행  갑작스런 단  는 임 피어가 없는 경

우 Ot2, Ot3, Ot4가 이동 슈퍼 피어로 이되어 서비스 

역 1, 2, 3으로 분할되어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림 18. 단절 시 서비스 영역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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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평가

1. 실험 환경

제안하는 이동 P2P 구조와 탐색 기법의 우수성을 입

증하기 해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제안하는 구조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해 LL-NET 구조[1]와 피어 재

율, 콘텐츠 탐색시간, 콘텐츠 탐색 메시지 송 횟수를 

비교 평가한다. 

실험 평가는 N4000/HP-UX 11.11(CPU: 6개, 

MEMORY: 16GB)이고 자바버  1.4.2.04에서 수행하

다. 구  환경은 [그림 19]와 같이 2차원 평면에 임의의 

x, y좌표에 피어가 존재하고 x, y좌표는 포트 번호를 사

상하여 TCP/IP통신을 수행한다. 성능 평가는 [그림 19]

와 같이 제한된 역 x축 (20.30 ~ 20.50), y축 

(20.30~50.10) 에서 피어 개수는 3개에서 6개로 [표 9]의 

질의 시나리오에 의한 체 콘텐츠 탐색 수행 시간의 

합계를 측정하 다. [표 9]는 이동 피어가 임의 좌표에

서 콘텐츠 탐색을 한 피어 개수 별 질의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그림 19. 위치 좌표 기반의 그리드 환경

피어
개수

ID 질의 역할

3

Ot1 30.30에서 "dog" 등록 "cat" 소유 피어 검색 슈퍼

Ot2 40.40에서 "monkey" 등록 "dog" 소유 피어 검색 일반

Ot3 50.50에서 "cow" 등록 "dog" 소유 피어 검색 슈퍼

4 Ot4 20.30에서 "bear" 등록 "cat" 소유 피어 검색 일반

5 Ot5 50.20에서 "deer" 등록 "cow" 소유 피어 검색 슈퍼

6 Ot6 20.50에서 "elephant" 등록 "frog" 소유 피어 슈퍼

표 9. 질의 시나리오

2. 근접 피어 탐색 시간

기존 순수 P2P 구조에서의 로드 스트 스톰의 비

효율성을 보이고 제안 구조에서의 첫 번째 탐색 략인 

통신 가능한 피어를 직  탐색하는 근  피어 탐색 과

정을 통해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시간의 최소/최  시

간을 평가한다. 

근  피어 탐색 시간은 통신 가능 역 내의 피어를 

인식하는 피어 라우  시간과 콘텐츠 목록 공유 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실험 환경에서 [그림 19]의 Ot2와 같이 

1개의 피어가 8개의 좌표를 라우 하여 1개의 콘텐츠 

목록을 소유하한 4개의 피어와 콘텐츠 목록을 공유하

는 시간을 실험평가 하 다. [표 11]은 근  피어 개수 

별 탐색 시간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평가 항목 평균시간(m/s)

피어 라우팅 시간 8

콘텐츠 목록 공유시간 54.5

표 11. 통신 가능 영역 내의 근접 피어 탐색 시간

근  피어 탐색 과정을 통해 콘텐츠 소유 피어를 직

 탐색하는 경우 피어 라우  시간과 콘텐츠 목록 공

유 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62.5m/s, 최  290m/s내에 콘

텐츠 소유 피어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림 20]에서 근  

피어 개수에 비례하여 콘텐츠 목록 공유 시간이 증가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순수 P2P 구조에서

의 피어의 개수에 비례하여 탐색 성능이 하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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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근접 피어 탐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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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어 재현율

제안 구조에서의 두 번째 탐색 략인 이동 슈퍼 피

어를 통한 계층  콘텐츠 목록 리에 의해 최소의 피

어와 통신하기 한 피어 재 율을 평가한다. 피어 재

율은 콘텐츠를 탐색하기 해 속해야 하는 피어 개

수를 의미한다. [그림 21]은 근  피어 탐색 과정을 수

행 하지 않고 콘텐츠 정보를 이동 슈퍼 피어 계층에서 

리하지 않는 기존 구조와 비교할 때 제안 구조가 

50% 감소한다. 

0

3

6

9

12

15

3 4 5 6

피어개수

피
어

 재
현

율
(
수

)

기존 제안

그림 21. 피어 재현율

4. 콘텐츠 탐색 시간

제안 구조에서의 계층  탐색 략의 효율성을 검증

하기 해 콘텐츠 탐색 시간을 평가한다. 콘텐츠 탐색 

시간은 콘텐츠 소유 피어의 반환 시간을 의미한다. [그

림 22]는 콘텐츠 탐색 시간을 평가한 결과이다. [표 9]의 

질의 시나리오에서 피어가 3개인 경우 근  피어 탐색

에 의해 탐색된 콘텐츠 소유 피어가 없는 경우 2계층 

구조의 탐색 속도가 약 2.8% 우수하다. 이러한 이유는 

제안 구조의 근  피어 탐색, 피어역할 단 단계와 같

은 이동 P2P 구조를 지원하기 한 연산 과정에 의해 

탐색 시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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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콘텐츠 탐색 시간

실험에서 피어의 개수가 4 이상인 경우 제안 구조가 

32% 향상되었다. 기존 구조의 경우 슈퍼 피어로부터 

반환된 모든 피어에 해 1:N의 비효율  탐색에 의해 

지수 으로 콘텐츠 탐색 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제안 

구조에서는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에 콘텐츠 

목록을 계층 으로 리하여 [그림 21]과 같이 1:1 탐색

을 수행하여 피어 재 율을 최소화 한다.

5. 탐색 메시지 전송 횟수  

탐색 메시지 송 횟수는 이동 피어가 콘텐츠를 탐색

하기 해 송하는 메시지 횟수를 의미한다. 제안 구

조는 이동 피어,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로 구성

되어 이동 피어가 근  피어 탐색 과정을 통해 콘텐츠 

소유 피어를 찾은 경우 슈퍼 피어로 메시지를 송하지 

않고 찾지 못한 경우 이동 슈퍼 피어로 메시지를 송

한다. 따라서 탐색 메시지 송 횟수가 40% 감소된다. 

[그림 23]은 탐색 메시지 송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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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탐색 메시지 전송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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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정 슈퍼 피어 탐색 메시지 전송 횟수

고정 슈퍼 피어는 이동 P2P 구조의 일 성을 유지하

는 계층이므로 고정 슈퍼 피어로 송되는 불필요한 탐

색 메시지를 최소화 해야 한다. 고정 슈퍼 피어 메시지 

송 횟수는 이동 피어가 콘텐츠를 탐색하기 해 고정 

슈퍼 피어로 메시지를 송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그

림 24]는 고정 슈퍼 피어에 메시지는 송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동 피어,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 

구조에 이동 슈퍼 피어 가 고정 슈퍼 피어의 콘텐츠 목

록을  다운로드하여 서비스함으로서 콘텐츠 소유 피어 

탐색 시 고정 슈퍼 피어로 송되는 메시지를 감소시켜 

고정 슈퍼 피어 탐색 부하가 25%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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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고정 슈퍼 피어 탐색 메시지 전송 횟수

7. 구조 유지 메시지 수

제안 구조는 이동 슈퍼 피어, 고정 슈퍼 피어가 콘텐

츠 목록을 계층 으로 리하고 명시  등록/탈퇴 과정

에 의해 기존 연구보다 구조 유지 메시지 수가 50%이

상 상승한다. 그러나 제안 구조에서는 이동 슈퍼 피어

의 콘텐츠 목록을 통해 콘텐츠 소유 피어를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고 동  이동 슈퍼 피어 생성에 의해 고정 

슈퍼 피어 부하를 최소화, 일 된 콘텐츠 목록 제공에 

의한 불필요한 메시지 생성을 최소화하는 구조이므로 

구조 유지 메시지 비용과 콘텐츠 탐색 성능의 상충 계

(trade-off)가 있다. [그림 25]는 제안하는 구조를 유지

하기 한 메시지 수를 평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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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구조 유지 메시지 수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콘텐츠 탐색을 한 이동 

P2P 구조를 제안하 다. 제안 구조에서는 근  피어 탐

색을 통해 직 인 통신을 수행하고 동 으로 생성되

는 이동 슈퍼 피어와 고정 슈퍼 피어 간에 콘텐츠 목록

을 계층 으로 리하여 이동 피어에 한 탐색 효율을 

향상시켰다. 실험 평가를 통해 콘텐츠 탐색 시간, 메시

지 송 횟수, 고정 슈퍼 피어 메시지 송 횟수가 기존 

구조보다 우수함을 입증하 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계

층  콘텐츠 목록을 보다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기법과 구조 유지 메시지 비용을 효율 으로 개선하기 

한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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