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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IoT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통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다. IoT의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들은

이종간의 정보시스템에 분산되어 장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IoT 엔드 애 리 이션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는 스토리

지의 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도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SD(Service Discovery)라고 한다. 

그러나 재까지의 SD 구조는 물리 디바이스를 심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 이 발생한다. 첫째, 물리 치

에 따른 서비스 탐색으로 인해 반환시간이 증 된다. 둘째,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따로 리하는 데이터 구조가 요구된다. 

이는 리자의 서비스 구성복잡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디바이스 심의 SD 구조는 실제 IoT에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NSSD(Name-based Service Centric Service 

Discovery)라는 SD 구조를 제안한다. NSSD는 이름 기반의 앙집 형 SD를 제공하며 IoT 에지 게이트웨이를 캐싱 서버로

사용해 서비스 탐색속도를 향상시킨다. 기존의 DNS와 DHT 기반 DS 구조와의 시뮬 이션을 통해 NSSD가 평균 반환시간에

있어 약 2배 정도 향상된 성능을 제공함을 입증하 다.

Abstract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an environment in which various devices provide services to users through 

communication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IoT, data are stored and distributed in heterogeneous information 

systems. In this situation, IoT end applications should be able to access data without having information on where 

the data are or what the type of storage is. This mechanism is called Service Discovery (SD). However, some 

problems arise, since the current SD architectures search for data in physical devices. First, turnaround time increases 

from searching for services based on physical loc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data structure to manage devices 

and services separately. These increase the administrator's service configuration complexity. As a result, the 

device-oriented SD structure is not suitable to the IoT. Therefore, we propose an SD structure called Name-based 

Service-centric Service Discovery (NSSD). NSSD provides name-based centralized SD and uses the IoT edge gateway 

as a cache server to speed up service discover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NSSD provides about twice the 

improvement in average turnaround time, compared to existing domain name system and distributed hash table SD 

archit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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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IoT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서로 간의 통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IoT 내의 다양

한 디바이스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사용자나 센싱을

통해 주변 환경 정보 (실제 사물의 상태나 이벤트에

한 로벌 데이터)를 얻게 된다[1,19]. 재 IoT의 디바

이스와 서비스는 부분 개별 이고 독립 인 도메인

랫폼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IoT 디바이스

데이터는 공 업체별로 편화되어 있다[2]. 즉 IoT에서

의 데이터는 이기종 정보시스템에 장되어 분산되어 존

재한다[3].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엔드 애 리 이

션은 서비스를 해 특정 데이터를 다른 엔드 애 리

이션에 요구한다. 이는 결과 으로 각각의 디바이스에

있는 애 리 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15-18]. 한, 요청 애 리

이션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스토리지의 형태

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도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메커니

즘을 SD(Service Discovery)라 한다[4].

이러한 SD를 제공하는 일반 인 방법은 DNS나 록

시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종

류는 크게 DNS 기반 방식과 DHT(Distributed Hash 

Table) 기반 방식의 두 종류로 나뉘며, 재는 DHT를

활용해 SD 구조를 구성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DHT를 이용한 SD 구조는 빠른 응답시간과 디바

이스 측면의 큰 확장성 등 매우 많은 장 이 있다. DNS 

기반 구조 한 재 시스템과의 확장성 면에서 매우 큰

장 이 있다[5]. 그러나 재 연구되고 있는 SD 구조는

주로 디바이스에 집 되고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

로 인해 실제 IoT 환경에는 합하지 않다.

첫째, 디바이스 심의 구조는 디바이스에 한 검색

만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 IoT 환경은 멀티 도메인 상에

서 모바일 서비스를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를 들어, 

사용자가 치 기반의 서비스를 받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동할 경우 기존의 SD는 디바이스 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치를 기반으로 서버에 재요청을 해야지만 서비

스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에 한 응답시간을

해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기존의 SD 구조는 디바이스 심의 확장성을

제공한다. DHT는 키와 값의 1:1 매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피어(peer)를 기반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한, 서비스 제공자가 DHT에 디바이스를 등록하거나 삭

제하는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서비스를 추가하

거나 삭제하는 등의 서비스 확장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

는 리자의서비스구성복잡도를증가시키는요인이된다.

이러한 문제 들로 인해 디바이스 심의 SD 구조를

서비스 심으로 이루어진 실제 IoT에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IoT 환경에서는 IoT의 이동성, 이

기종성, 높은 분산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

스 심의 SD 구조를 용하여야 한다. 이를 해 본 논

문에서는 IoT에서 효율 인 서비스 제공을 한 서비스

심의 SD 구조(NSSD, Name-based Service centric 

Service Discovery)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

비스 심의 SD 구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갖는

다: 1) 서비스 이름 기반 SD 구조, 2) 서비스 심 SD 

구조, 3) IoT 에지 게이트웨이 사용. 본 논문에서 제안된

NSSD는 서비스 이름 기반의 앙집 형 SD 구조를 제

공하며, 속도의 향상을 해 IoT 에지 게이트웨이를 캐

싱 서버로 이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 안에 있는 사물 간

의 통신에서는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한, 서비스 캐싱을 통해 이동성 있는 디바이

스에 한 즉각 인 응답이 가능하다. NSSD는 한 서

비스 측면의 통일성을 해 서비스 제공자에 한 URI

를 사용하고 가장 긴 두어 매치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키워드에 한 검색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제

안된 련 기술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SSD의 기본 구조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발견 과정에 해 기술

한다. 5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기존의 DNS, DHT 

방법과 성능을 비교한다. 6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방법에 한 체 인 평가와 고찰을 기술한다.

2. 련연  

과거에는 SD를 해 SLP(Service Location Protocol),

UPnP(Universal Plug and Play), INS(International 

Naming System)와 같은 서비스 발견 로토콜이 퍼베

이시 컴퓨 환경에서 제안되었다[6-8]. 그러나 이러

한 로토콜들은 서비스 발견에서는 효율 이고 빠른 탐

색 방법을 제공하지만, 서비스 요청과 디바이스 고 간

의 동 매치 메이킹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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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global[9]은 동 매치 메이킹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RFID 환경에서 역 추 과 가시성을 제공해 주

는 구조를 제안하 다. EPCglobal은 RFID에서 제공되

는 데이터에 해 번호를 붙여 URI 형태로 장하고, 이

를 단순 조회 서비스를 통해 SD를 제공한다. EPCglobal

은 같은 RFID 공 체인 안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공

간 체인에 한 SD는 고려하지 않는다. BRIDGE 로

젝트[10]는 RFID 공 체인 상에서 서비스 심으로 동

작하기 하여 SD를 디 토리 서비스로써 구 하 다. 

그리고 SD를 한 서버를 배치하여 EPCnumber를 기반

으로 데이터에 한 시리얼 벨 조회를 제공한다. 그러

나 이 역시 공 내 체인에서의 SD 구조라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Ion Stoica[11]는 DNS 기반의 SD 구조의 모든 도메

인을 평등하게 간주하는 P2P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른

도메인 간의 SD를 하여 데이터 조회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하 다. 최근의 P2P 시스템의 연구 동향은 확장성

견고한 분산 검색 서비스이다. Nina Schoenemann[12]

은 공 내 체인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P2P 기

반 구조를 제안하 다. 이와 비슷하게 Shrestha 등은 각

각의 서비스 제공자가 공 체인을 가지는 노드를 가지고

있고, 각 노드가 다른 노드의 부분 인 뷰를 가지는 구조

화된 P2P 오버 이 네트워크를 제안하 다. 이러한 P2P 

방식은 일반 으로 DHT(Distributed Hash Table) 기술

을 사용한다. DHT는 분산된 데이터 구조에서 정보 객체

의 유일한 키와 디스턴스 메트릭에 응하는 피어로 이

루어져 있다. DHT에서 각각의 노드는 일반 으로 MAC 

는 IP 주소인 노드 키에 의해 식별된다. 노드 내부의

정보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정보 키에 의해 식별된다. 이

러한 두 가지의 키 유형은 해시 함수( , SHA-1나

MD5)에 의해 맵핑된다. 결과 으로 DHT 기반의 SD는

노드(디바이스)나 데이터에만 집 하고 있다[13].

그러나 IoT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통합되고 재구성

되어 최종 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14], IoT를 한 SD의 설계 원

칙은 서비스 지향 설계 패러다임을 내포해야 한다.

3. 기본 

3.1 Overview of SD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는 실제 Io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 들을 해결하기 해 서비스 심의 SD 구조를 제안

한다. 제안하는 구조는 서비스 이름을 기반으로 메타 서

비스를 수집하고, 앙집 형 SD를 제공한다. 따라서, 

NSSD는 서비스 이름을 기반으로 IoT 환경 내의 모든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이름은

형 인 계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두어 매치를 통해 검

색된다. 그림 1은 NSSD의 이름 구조를 보여 다. 서비

스 제공자를 식별할 수 있는 ‘company name’, 서비스를

식별하는 ‘service name’, 디바이스의 치를 식별하는

‘location’, 디바이스 자체를 식별하는 ‘device name’, 물

리 인 디바이스의 주소인 ‘address’로 구성된다. 

Location의 기 은 3.3 에서 설명한다.

Fig. 1. Example of Service name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SSD의 기본 구조이

다. NSSD는 크게 서비스 사이드와 디바이스 사이드로

구성된다. 서비스 사이드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서비

스를 구성하고 해지하는 역할을 한다. 디바이스 사이드

는 IoT 에지 게이트웨이를 통해 디바이스를 리하고 서

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Fig. 2. Architecture of NSSD

디바이스 사이드는 IoT의 물리 구성요소인 다양한

사물과 IoT 에지 게이트웨이(IeG, IoT-edge Gateway)로

이루어진다. IeG는 MSS(Meta-Service Server)와 사물



IoT에   비스 공  한 름 기  비스 탐색 메커니즘

49

사이에서 질의를 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 기본

으로 캐싱 기능이 있어 이미 근했던 서비스에 한 질

의는 재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

할을 한다.

서비스 사이드는 서비스 제공자와 MSS로 이루어진

다.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의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새로

추가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 리스트는 차후 서비스를 검색

할 때의 기 이 된다. MSS는 디바이스의 서비스 쿼리가

왔을 때 디바이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

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MSS는 서비스 이름과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를 으로 가지고 있다. 이를

SNT(Service Name Table)라 한다. 이 게 서비스 사이

드의 두 구성요소는 서비스 이름 기반의 SD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SD를 제공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 서비스 제

공자에 의해 구성된 서비스 이름을 MSS에 등록한다. 이

때 서비스에 포함된 디바이스 리스트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으며, MSS는 서비스 이름과 디바이스 리스트

에 근할 수 있는 주소만을 가지고 있다. 이후 데이터를

원하는 디바이스들이 IeG를 통해서 메타 서비스에 자신

의 서비스를 질의하고, MSS는 디바이스 리스트를 가지

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결해 다. 그리고 결과로

받은 디바이스에 속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서비스받게

된다.

3.2 IoT edge-Gateway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eG는 네트워크의 최말단에

치한다. 이는 디바이스와 가장 맞닿아있는 네트워크 장

비를 의미한다( , AP, 릿지, 스 치). 이 게 게이트

웨이의 역할을 네트워크의 말단에 맡김으로써 임의로 부

여한 게이트웨이 ID가 지역 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수

단이 된다. 그림 3은 IeG의 역할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IeG는 SD의 속도 향상을 해 로컬 네트워크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캐싱 기능을 하고 있다. 한, 

기기가 이동했을 때 기기의 이동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는 역할도 한다. 캐싱 기능은 매칭 검색 과정으로 인

해 하되는 데이터 응답 시간을 보완하기 한 기능이

다. IeG는 캐싱 기능을 해 그림 1의 구조를 가지는

LT(Local Table)를 가진다.

Fig. 3. Overview of IoT-edge Gateway

LT는 이 에 속했던 서비스에 한 캐시를 통해 디

바이스에 한 재질의를 막는 기능을 한다. 디바이스 등

록 기능은 이동하는 디바이스의 치를 식별하기 한

기능이다. 디바이스가 이동했을 경우, 디바이스는 IeG와

의 통신을 통해 자신이 이동했음을 인식한다. 이후 IeG

에게 디바이스 등록을 요청한다. 요청받은 IeG는 자신의

LT에 해당 디바이스를 추가하고 MSS에 IeG ID와 해당

디바이스의 이름을 송해 디바이스가 로컬 역에 들어

왔음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리스트를 업데이트한다.

3.3 Meta-Service Server

MSS는 메타 서비스 등록/해제, 메타 서비스 조회, 메

타 서비스 유지/ 기능을 제공한다. 

메타 서비스 등록/해제 기능은 서비스 제공자가 새로

운 서비스를 등록하거나 등록한 서비스를 삭제하는 기능

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 툴을 통해 MSS에 서비스를

등록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할 서비스 이름과

디바이스 리스트가 있는 서버의 주소를 등록한다. 그 후

MSS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등록자와 서비스 이

름으로 이루어진 이름을 부여한다. 한, 장된 서비스

에 한 조회를 통해 서비스 네임을 삭제하는 기능도 제

공한다.

메타 서비스 조회 기능은 IeG의 요청을 서비스 제공

자에게 계하는 기능이다. IeG에서 찾는 서비스가 목록

에 없으면 서비스에 한 조회를 요청하고, MSS가 서비

스 제공자의 서버에 한 달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제

공하는 디바이스의 주소를 받아와 데이터에 근할 수

있다.



한 산학기술학 논문지 19  6 , 2018

50

메타 서비스 유지/ 기능은 지역 으로 존재하는

MSS끼리 SNT의 교환을 통해 서비스 목록을 유지보수

하는 기능이다. MSS는 주변의 다른 MSS 서버와 SNT

의 교환을 통해 메타 서비스를 유지한다. 서비스 제공자

가 서비스를 등록하면 MSS는 SNT를 주변의 MSS와 교

환한다. 이 과정은 링크 상태 로토콜인 OSPF의 테이

블 교환 과정과 유사하다.

4. Service Discovery Proces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D는 IeG를 기 으로 로컬 네

트워크 안에서 서비스를 찾는 지역 조회와 로컬 네트워

크 외부 서비스에 근하는 역 조회의 두 가지로 이루

어져 있다. 모든 디바이스는 지역 조회를 한 후에 역

조회를 통해 SD를 한다. 표1은 NSSD의 SD과정을 나타

낸 의사코드이다.

Table 1. Service Discovery Procedure

//when IeG n receives a message
1. n.receive_message(message)
2. if(message.attr == query)
3. ip_addr = n.find_service(message)
4. if(ip_addr == -1)
5. device_state = n.check_device (message)
6. if(device_state == new)
7. message = n.reg_update(message)
8. end if
9. send_to_MSS(message)
10. else
11. return ip_addr
12. end if
13. else if(message.attr == return_msg)
14. n.add_to_LT(message)
15. return message.ip_addr
16. Else if(message.attr == reg_msg)
17. n.add_to_checklist(message)
18. message = n.reg_update(message)
19. send_to_MSS(message)
20. end if
21.end

//when MSS n receives a message
22. MSS.receive_message(message)
23. find_service_provider(message)
24. Send_to_service_provider(message)
25. End

//when service provider n receives a message
26. N.receive_message(message)
27. if(message.attr == reg_msg)
28. n.update_device_list(message)
29. else if(message.attr == query)
30. ip_addr = n.find_addr(message)
31. return ip_addr
32. end if
33. end

NSSD의 SD과정은 IeG를 심으로 이루어진다.

1행부터 21행은 IeG에서 하는 역할을 나타낸다. 2행

에서 12행까지는 지역 역 조회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메시지를 받은 IeG는 LT에서 메시지에서 질의하

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LT에 질의한 서비스가 존

재할 경우 바로 반환한다. 4행부터 9행은 역 조회를

해 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동한 후에 등록과

정에 앞서 질의하는 디바이스를 처리하기 하여 LT를

이용해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새로 발견된 디바이스의

경우 메시지의 상태를 등록으로 바꾼 후 MSS에 메시지

를 송한다. 13행부터 15행은 IeG에 도착한 메시지가

역 조회에 한 응답 메시지일 경우이다. 도착한 메시

지를 LT에 추가하고 질의한 디바이스에 목 지에 한

주소값을 달한다. 이후부터 캐싱을 통해 같은 서비스

에 해서는 빠른 근이 가능하다. 16행부터 20행은 이

동한 디바이스가 자신의 치를 서비스 제공자에 등록하

는 부분이다. IeG에서 재 자신의 역에 있는 디바이

스를 구별하기 한 체크리스트에 디바이스 이름을 삽입

한 후 MSS로 메시지를 송한다.

MSS는 서비스에 한 메타정보를 가지고 직 으

로 서비스 제공자에 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22행부터 25행은 MSS가 하는 역할이다. 송받은 메시

지로 제공자의 주소를 찾아 서비스 제공자에게 메시지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SD 과정에서

서비스 이름과 치를 통해 물리 디바이스에 근할 수

있는 주소를 반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26행부터 28행

은 이동한 디바이스에 한 치수정을 나타낸다. 이동

한 디바이스는 재 치의 IeG이름을 통해 치를 식

별할 수 있다. 29행부터 31행은 디바이스 리스트에서

치를 찾아 주소를 반환한다.

5. 실험  시뮬레

5.1 시뮬레  경

본 장에서는 NSSD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하여 NS3

의 시뮬 이션 라미터를 사용하여 기존의 DNS와

DHT 기반 DS 구조와의 성능평가를 진행하 다. 본 논

문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데이터를 요청하는 디바이스와

라우터로 이루어져 있다. 서비스 구성은 2백만개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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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랜덤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게 되며, 요청하

는 클라이언트에서부터 디바이스가 떨어져 있는 치는

랜덤으로 기화 시기에 결정된다. 한, 구조의 규칙성

과 다수의 다 경로 설정을 한 메쉬 토폴로지 구조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

기 한 시뮬 이션 환경은 표 1과 같다.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s Values

Link bandwidth 100 Mbps

Link delay 2 ~ 5 ms

Data Packet Size 100 Kbytes

Number of Services 10000

Number of Devices of each Service 1000

IeG caching policy LRU

IeG cache size 100

5.2 비   

그림 4는 요청 횟수에 따른 데이터의 평균 반환시간

을 나타낸 것이다. 

Fig. 4. Average Turnaround Time of Data

DHT와 DNS 방식은 요청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변화

가 크지 않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SSD의 경

우 요청 횟수를 반복할수록 평균반환시간이 격하게

어들었다. 이러한 이유는 NSSD의 경우 IeG의 캐싱 기

능으로 인해 복 요청 디바이스에 한 근속도가

하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NSSD가 기존 방식에

비교해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는 그림 4의 시뮬 이션 상황에 따른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에 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Best and Worst Case of Turnaround Time 

According to Number of Repeat

최선의 경우에서 DHT는 평균 70ms, DNS의 경우

170ms의 평균 반환시간을 보 다. NSSD의 경우 지역

조회를 통한 근으로 인해 평균 8ms의 빠른 반환시간

을 보 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최선의 경우와 반 의

상황을 보 다. DHT의 경우 최악의 경우임에도 평균

550ms 정도의 비교 빠른 속도를 보 고, DNS의 경우

평균 850ms 정도의 속도를 나타냈다. NSSD의 경우에는

IeG에서의 기 조회와 MSS의 조회, 서비스 제공자에

서의 조회로 인해 평균 1 가 넘는 시간이 소비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6은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른 데이터의 평균 반

환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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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verage Turnaround Time of Data According to 

Network Size

DNS는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선형 으로 증

가하는 그래 를 나타내지만, DHT의 경우에는 네트워

크의 크기와 계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SSD 한 DNS 기반의 조회를 수행함에도 네

트워크의 크기와 계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 다.

그림 7은 사용자가 이동시 목 지의 IeG에서 서비스

가 존재하는 확률당 평균 반환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Fig. 7. Average Turnaround Time of Data According to 

Existence Probability

DNS와 DHT는 IeG가 없기 때문에 지속 으로 일정

한 반환시간의 성능을 발휘하 다. 그러나 NSSD의 경

우에는 IeG의 LT에 서비스 목록이 존재하는 확률이 높

아질수록 반환시간이 빨라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NSSD의 캐싱 기능으로 인해 IeG에 서비스 목록

이 존재할수록 조회 시간이 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서비스 이름 심의 SD가 이동성이 빈번한 치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바이스 심의 SD가 가지는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IoT의 물리 인 환경을 고

려한 서비스 심의 SD 구조인 NSSD를 제안하 다. 제

안된 NSSD 구조는 서비스 심의 SD를 하여 SD 기

을 서비스 이름으로 변경하 고, DNS 기반 조회 방법

의 속도 하를 해결하기 하여 IeG의 캐싱 기능으로

속도를 향상시켰다. 한, 성능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SD 

구조와 제안된 NSSD를 비교하 으며, 그 결과 기존의

DHT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IoT에서 자주 발생하는 치 기반 서비스로 인한 재요청

을 IeG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서는 NSSD가 DHT에 비해 2배

이상의 반환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을 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재 최악의 경우에서 소요시

간의 부분을 차지하는 3단계 조회 알고리즘을 개선하

고, 개선된 연구결과를 용하는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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