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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2P 환경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종의 네트

워크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원하는 자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피어의 상태나 성능이 유동적인 환경에 적응하여 컨텐츠의 
안정적인 분배를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피어간 컨텐츠 제공에 있
어 가변하는 실행환경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안정적으

로 컨텐츠를 분배하는 미들웨어 서비스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컨텐츠 전송 중의 결
함 감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분배 트리를 재 적용한 프로토타입인 
PACDS(P2P based Contents Distribution System)을 구현하였고 그 성능을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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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2P 기술은 분산 네트워크 환경을 소수의 
서버에 집중하기 보다는 망 구성에 참여하는 
기계들의 계산과 대역폭 성능에 의존하여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이는 
통신망에 참여한 피어(Peer)는 자신의 자원(스
토리지, 컨텐츠, 컴퓨팅 자원)등을 DNS(Domain 
Name Service)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피어와 통
신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피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
어 자신의 자원을 다른 피어와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유동적인 P2P 네트워크 환경에서 
컨텐츠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다양한 컨텐츠 분배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

다. 이들 기술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피
어 시스템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데이터의 유효

성과 유사성을 검사하며 유무선 네트워크 트래

픽 양과 특정 시스템에 집중되는 부하를 분산

시키거나 감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컨텐츠 분배 기술로 실제 컨텐츠는 피어 시스

템에 나눠 저장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탐색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주
체가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컨텐

츠를 분배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기
종의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웹 서비

스 표준과 결합하여 통합된 기술 표준 형태로 
서비스를 생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P2P 분산 환경에서는 통합된 
표준 없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유동적인 
피어 환경에 적응하여 컨텐츠의 안정적인 분배 
환경 지원이 어렵다. 그러므로 개방형 표준을 
지원하고 컨텐츠 분배의 연속성, 완결성을 보
장하여 컨텐츠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

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P2P 환경에서 컨텐츠 정보를 

관리하고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피어의 위치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어와 그룹 관리를 
통해 P2P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피어

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컨텐츠 별로 채널을 생
성하고 컨텐츠 관리를 통해 컨텐츠의 완전성을 
보증한다. 또한 개방형 표준을 고려하고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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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분산 환경에서 컨텐츠 이동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미들웨어를 설계하였다. 이는 P2P 표
준인 JXTA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피어 간의 메
시지 관리를 통해 이 기종의 플랫폼에도 적용

할 수 있으며 컨텐츠 전송 및 피어의 상태를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정화된 서비스

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

는 관련 연구로 기존의 컨텐츠 분배 기술들을 
살펴보고 P2P 기반에서의 스트리밍 및 웹 서비

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3
장에서는 P2P 환경에서 컨텐츠를 안정되게 제
공하기 위한 미들웨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4 장에서는 3 장의 시스템 구조와 기
능을 프로토타입을 통해 검증한다. 5 장에서는 
프로토타입을 통해 실험한 결과에 대해 분석하

고 마지막으로 6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
제에 대해 알아본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P2P 환경에서 컨텐츠 분배의 

효율성과 안정성 지원을 고려하기 위해 분산된 
컨텐츠의 위치 검색과 라우팅 기법과 멀티캐스

트 기술을 이용한 컨텐츠 분배 기법을 적용한 
관련된 연구에 대해 살펴 본다. 또한 이들 관
련 연구와 본 논문과 비교 분석한다. 

분산된 컨텐츠의 위치 검색과 라우팅 기법

은 자원이 다수의 피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

에 여러 자원을 관리하고 검색하는 기술로 응
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논리적으로 생성하고 물
리적인 변화에도 상관없이 동작하는 해쉬 테이

블 등을 적용하여 피어의 위치와 자원을 검색

한다. 
SpiDeR[1]는 피어 사이에 제공하는 서비스

를 발견하고 P2P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
초적인 미들웨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다양

한 서비스 프로바이더(Provider)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른 피어가 제공한 광고를 저장하고 
동적이면서 분산된 룩업(Lookup)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검색한다. SPiDeR 는 다음과 같은 다
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한다. 첫째, P2P 네트워

크에 참여한 피어가 제공한 광고 검색, 둘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의한 키워드 중심 검색, 
셋째, 온톨로지(Ontology)로부터 분류하는 온톨

로지 중심 검색, 넷째, 경로 행동에 기초한 검
색 등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

할 수 있다.  

Xeja[2]는 P2P 멀티 소스 컨텐츠 분배 시스

템으로 전송속도와 검색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사용자가 어떤 공
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모
으고 공통관심을 갖는 피어들끼리 채널을 형성

하고 컨텐츠를 주고받음으로써 컨텐츠의 전체 
조각에 대한 가용성을 증가시켰다.  

멀티캐스트 기술은 인터넷 환경 상에서 그
룹 간 통신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통신양의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부하를 감소시키지 위해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여러 명의 특정한 그룹

의 수신자들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데
이터 중복 전송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DOMTS(Dynamically Optimize Multicast Tree 
Structure)[3]는 소스-투-엔드 (Source-To-End) 지
연이나 네트워크 대역폭의 낭비와 같은 오버레

이 멀티캐스트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동적으

로 최적화된 멀티캐스트 트리 구성 방법을 제
안한다. DOMT(Dynamically Optimize Multicast 
Tree) 프로토콜은 동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물
리적인 네트워크 계층의 대역폭에 대한 낭비와 
피어 간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여 
가십(Gossip)기반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가십에서 제공하는 멀티캐스트 트리 구성 
방법을 이용하여 트리를 작성한다. 그러나 일
정 시간을 두고 피어의 시스템 기여도를 측정

하여 최적화된 멀티캐스트 트리를 재 구성한다. 
또한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피어를 
검사하여 트리의 반대편에 존재하게 하여 전송 
중 피어의 떠남과 같은 오류 발생 시 전체 트
리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PROMISE[4]는 피어 룩업, 피어 기반의 모
아진 스트리밍, 네트워크와 피어 상황에 동적

인 적응 등이 주요 기능을 갖는 새로운 피어 
투 피어 스트리밍 시스템이다. 특히, CollectCast
라고 불리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P2P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CollectCast 는 네
트워크 토폴로지와 성능 정보를 기본으로 공급

자를 위한 선택 추론과 피어와 연결 상태에 대
한 모니터링과 피어와 연결 실패에 대한 적은 
오버헤드로 재 시도하고 동적으로 활성화된 공
급자 피어와 동적인 스위칭이 가능하여 네트워

크에 대한 성능을 만족시키는 기능들을 제공한

다. 
MMOM (Max-Min Overlay Multicast)[5]는 피

어의 성능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멀
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하여 보다 유연하고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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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전송을 지원한다. 이 때 트리를 구성함

에 있어 전송률에 대한 계산을 적용하여 분배 
트리를 생성하여 피어의 성능에 맞는 전송률로 
컨텐츠를 전송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기존의 시스템들은 각

각 컨텐츠에 대해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였으나 유동적

인 환경 변화에 대해 적응적 컨텐츠 분배 안정

화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본 논문은 
채널 기반의 컨텐츠 분배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조각난 컨텐츠에 대해 관리하며 안정

적인 컨텐츠 분배를 위해 MMOM[5]에서 적용

한 분배 트리 구성을 본 연구의 시스템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한다. 다음 장에서는 서비스 미
들웨어 구조에 대해 제안하고 필요서비스를 구
성한다.  

 
3. 적응적 컨텐츠 분배 지원 미들웨어 
구조 및 기능 
 

본 논문의 전체 시스템은 다양한 컨텐츠의 
안정적이고 끊임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텐

츠 분배 안정화 지원 미들웨어로 개방형 표준

을 고려하고 P2P 기반 분산 환경에서 컨텐츠 
이동의 안정화 된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1] 은 
전체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컨텐츠의 
표준화된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컨텐츠 관리와 
유동적인 P2P 환경을 지원하는 피어 관리 및 
컨텐츠의 안정적인 분배를 지원하는 분배 관리

로 구분된다.  
 

 
[그림 1] 컨텐츠 분배 안정화 지원 

 미들웨어 구조 
3.1 컨텐츠 검색 및 관리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피어에 대한 관리

는 P2P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성된 
네트워크에 참여한 피어의 컨텐츠를 관리하고 
컨텐츠에 대한 채널 그룹을 생성하고 제어한다.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피어 및 피어가 소유

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유동적으로 변한다. 이
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

받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컨텐츠를 관
리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컨텐츠

에 대한 검색과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컨텐츠를 제공한다. 컨텐츠들은 채널 
그룹별로 관리되며 개방형 표준을 고려한 검색 
웹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 기종의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오버레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피어 종류 
 

P2P 환경에 참여하는 피어는 [그림 2]와 같
이 크게 슈퍼 피어(Super peer), 헬퍼 피어

(Helper peer), 에지 피어(Edge peer)로 나눌 수 
있다. 슈퍼 피어는 컨텐츠 검색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어로 자신만의 컨텐츠 저장소를 보
유하고 있어 네트워크에 참여한 피어들이 제공

한 다양한 컨텐츠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다. 헬퍼 피어(Helper peer)는 실제 컨텐츠를 소
유한 피어로 컨텐츠 정보를 컨텐츠 관리 서비

스를 통해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에지 피어

(Edge peer)는 컨텐츠를 요청하는 피어로 컨텐

츠 관리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컨텐츠를 보유

한 피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는 각 피어 마다 피

어 컨텐츠 관리자를 두어 자신이 소유한 컨텐

츠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슈퍼 피어의 
컨텐츠 관리 서비스에 등록 시 메타 정보를 제
공함으로 컨텐츠를 식별할 수 있다. 즉, 제공자

가 컨텐츠 이름을 변형하더라도 동일한 컨텐츠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컨텐츠의 유일성과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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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할 수 있다.  
P2P 환경은 동일한 컨텐츠에 대해 다수의 

피어들이 소유할 수 있다. 좀 더 효과적인 컨
텐츠 분배를 위해 어떤 피어를 선택할 지를 결
정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정

적인 컨텐츠 분배를 위해 컨텐츠의 완전성을 
고려한다. 또한 피어의 로그타임을 인센티브로 
적용하여 유동적인 P2P 환경에서 좀 더 안정적

인 분배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P2P 오버레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공유도 가능하며 이는 웹 서비

스 측면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
다. 즉, 피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광고할 수 있고 서비스를 사용 하고자 하
는 피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어가 광고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와 동일하게 웹 서비스는 WSDL 을 클라이언

트에게 제공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검색하는 웹 서비스를 생성하고 웹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WSDL 을 첨가함으로써 컨텐츠를 
검색하는 에지 피어가 해당 WSDL 을 이용하여 
검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어는 대부분 슈퍼 피어로써 자신의 
로컬 캐시에 제공된 컨텐츠 정보를 이용하여 
요청된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캐시에 
저장되는 정보는 헬퍼 피어가 전달한 메타 정
보이며 헬퍼 피어가 제공한 컨텐츠 정보를 보
고 생성된 채널이 있다면 해당 채널에 포함시

킨다. 사용자의 컨텐츠 요청에 의해 컨텐츠 검
색을 시작하고 해당 컨텐츠의 채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아직 채널에 속하지 않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헬퍼 피어를 검색하여 완전한 컨
텐츠 조각을 만들 수 있는지 검사하게 된다. 
이때 조각난 컨텐츠를 가지고 완전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며 해당 채널을 생성하고 그 결과

를 에지 피어에게 알려 해당 채널에 속할 수 
있도록 한다. 

 
3.2 컨텐츠 분배 관리 

 
P2P 기반 분산 환경에서 컨텐츠를 안정적

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컨텐츠를 소유

한 피어가 P2P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

면서 피어가 제공받은 동안 지속적으로 네트워

크에 있을 수 있는 피어를 시스템 적으로 선택

하고 요청한 피어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 분배 트리를 구성한다.  

소수의 컨텐츠를 요청하는 다수의 피어가 
존재 하였을 경우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컨텐츠

를 분배하기 위해 에지 피어에 의해 컨텐츠 요
청이 들어왔을 경우 이를 바로 제공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요청이 들어오는 피어

가 있는지는 살피고 해당 피어들의 정보를 관
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피어들은 각자 자
신의 대역폭을 체크하고 해당 정보를 컨텐츠를 
요청할 때 대역폭을 같이 제공하게 되며 요청 
피어 관리 서비스에 의해 해당 정보가 관리된

다. 컨텐츠를 처음 요청한 피어의 요청 시간부

터 정해진 시간까지 다른 피어의 요청을 기다

리고 해당 시간이 완료되면서 그때 컨텐츠 부
내 트리를 구성한다.  
 

 
[그림 3] 컨텐츠 분배 관리 흐름 

 
컨텐츠를 다수의 피어에게 분배하기 위해 

컨텐츠 요청 시 바로 제공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컨텐츠를 요청하는 피어가 있는지 
검사하고 관리하는 리시버 그룹 관리 서비스를 
두어 보다 효율적인 분배 트리를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그림 3]에서 나타낸 컨텐츠 분배 관리 흐
름과 같이 컨텐츠 요청 피어들은 자신의 대역

폭과 함께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면 슈퍼 피어

는 컨텐츠 요청이 처음 접수 되고 난 이후 일
정 시간을 기다려 동일한 컨텐츠에 대해 추가

적인 요청이 없는지 살핀다. 슈퍼 피어는 컨텐

츠 요청 피어들을 대역폭이 큰 순으로 정렬하

고 헬퍼 피어에서 컨텐츠 분배 트리를 구성한

다. 대역폭이 큰 순으로 피어를 정렬한다. 컨텐

츠 선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어진 소스마다 
각각 컨텐츠 분배 트리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KNOM Review, Vol. 10, No.1, August 2007 
 

60

컨텐츠 선택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 조각을 가
지고 있는 피어부터 분배 트리를 작성한다. 

피어 스케줄 서비스는 [5]의 멀티캐스트 트
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표 1]의 분배 트리 
재구성 알고리즘 적용하여 스케줄링 한다.  
 

[표 1] 분배 트리 재구성 알고리즘 
/*Initialization*/ 

1. 컨텐츠 분배 트리 T 
2. 컨텐츠 요청 피어 셋 H = {h1,….,hN},대역폭

이 큰 순으로 정렬  
3. k 번째 요청 피어의 대역폭, Rk 
4. k 번째 요청 피어의 Depth, Dk 
5. 소스 S 의 대역폭 Rs 
6. 다운로드 완료 피어 D = {d1,...,dn} 
7. 고아가 된 피어 Op 의 대역폭 Op.r 
8. 컨텐츠 재정의 요청 피어 셋 E = H - D - Op 

= {e1,....,eN} 
/*Tree Construct */ 

9. for i = 0 to N 
10. hk  argmax(Rk| k=1, …., i-1) 

&&argmin(Dk|k=1,...,i-1) 
11. if Rk > Op.r 
12. Set Rk as ei’s Parent 
13. T   T U ei 
14. for j = 1 to i 
15.   Rj 　 Rj/Linknum +1 

 
1 ~ 8 은 컨텐츠 재 분배 알고리즘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내용으로 T 는 컨텐츠 재 분배 
트리를 나타낸다. H 는 컨텐츠 분배 알고리즘과 
같은 컨텐츠 요청 피어로 대역폭에 대해 정렬

되어 있고 k 번째 요청한 피어의 대역폭을 Rk,, 
k 번째 요청한 피어의 트리 레벨을 Dk, 컨텐츠

를 소유한 소스 피어의 대역폭에 대해 Rs 로 
표현한다. 추가로 다운로드 완료된 피어들의 
집합을 D 로 표현하였고 부모를 잃은 피어와 
그의 대역폭에 대한 표현으로 Op 와 Op.r 로 
정의하였다. 또한 분배 트리에 참여한 다른 피
어 셋을 재 정의하였다. 이때 컨텐츠 전송이 
완료된 피어들에 대해 재분배 트리에 참여시키

지 않으므로 피어의 자원 낭비를 지양하였다. 
9 ~ 15 는 컨텐츠 재 분배 트리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모든 요청 피어들에 대해 분배 트리

와 동일한 방식으로 14~15 는 트리에 참여한 
피어의 대역폭을 계산하는 부분이고 자식 피어

가 생길 때 마다 그에 해당 하는 수만큼 대역

폭 값이 줄어든다. 9. ~ 13 에서는 컨텐츠를 요청

한 피어들에 대해 대역폭 계산 값과 피어의 분
배 트리 레벨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모 피어를 
선택한다. 이를 통해 최적화 된 재 분배 트리

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부모를 
잃은 피어에 대해 컨텐츠 분배 트리를 재 작성

함으로 분배 트리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스케줄 정보는 요청 피
어에게 전달되며 전송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컨텐츠의 전송 
도중 피어의 떠남이 감지되면 분배 트리를 재
구성하고 그 정보를 피어에게 전달하여 안정적

이고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PACDS 설계 및 구현 

 
P2P 환경에서 컨텐츠 소유 피어 관리와 분

배 관리를 통한 미들웨어의 컨텐츠 분배 안정

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유동적인 P2P 환경을 고
려한 컨텐츠 선택 및 분배 트리를 구성하는 프
로토타입인 PACDS(P2P based Contents 
Distribution System)를 구현하였다. 자바 기반의 
JXTA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구현된 PACDS 는 
사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GUI 환경을 통해 컨
텐츠 요청 및 분배 트리 구성, 실제 컨텐츠 전
송이 진행되는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원하는 컨텐츠 이름을 키워드로 하여 채널을 
검색하고 채널에 속한 컨텐츠 중 최적의 컨텐

츠를 선택하여 요청한 피어에게 빠르게 전송한

다. 또한 컨텐츠 전송 시 피어 떠남이 감지되

면 PACDS 에서 구현된 피어 스케줄 서비스를 
통해 트리를 재 구성하여 오류를 처리한다. 

  

 
[그림 4] 컨텐츠 검색 및 로컬 

   다운로드 모니터링 
 
[그림 4]와 같은 GUI 환경을 통해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 검색하고 컨텐츠 요청 작
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현재 어떤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타낸

다. JXTA 의 CMS 서비스를 이용하여 컨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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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정보를 구현하여 컨텐츠를 식별한다. 메
타 정보는 XML 형식으로 작성되며 컨텐츠 관
리 서비스에 의해 관리된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소스 피어와 요청 피어

의 상태를 파악하여 가장 안정적인 전송 스케

줄을 작성하고 스케줄 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
해 프리퓨즈[6] 툴을 이용한다. 프리퓨즈는 데
이터 모델링, 시각화,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툴
로 테이블, 그래프, 트리 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해준다. 본 논문의 프로토타

입인 PACDS 에서는[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프리퓨즈 그래프 파일에 스케줄링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스케줄링 되는 상태

를 동적으로 표현한다. 작성된 스케줄 정보는 
JXTA 파이프를 통해 피어들에게 전달되며 피
어 떠남이 감지되면 새로운 컨텐츠 제공 피어

로 재 스케줄링 하여 해당 피어가 다시 컨텐츠

를 받게 돕는다.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크

게 전송 상태 모니터링과 피어 상태 모니터링

으로 분류된다. 전송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나
타내는 것은 컨텐츠의 전송 진행 상태를 표현

한다. 컨텐츠에 대한 ID 는 유일하기 때문에 로
그 파일에 해당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적어 이를 
매칭시키는 작업을 통해 컨텐츠 전송 변화를 
동적으로 감지하여 사용자의 GUI 에 색의 변화

를 통해 상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피어 상태 모니터링은 현재 스케줄 된 피

어의 상태 정보를 그래프와 텍스트로 표현한다. 
피어 이름, 컨텐츠 정보, 스케줄 된 정보, 전송 
상태, 피어 상태 등을 나타내 준다. 스케줄 된 
순서대로 컨텐츠를 제공하기 전 P2P 네트워크 
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피어가 P2P 네트워크에

서 떠났다면 이에 대한 상태 정보를 표현한다. 
  

 
[그림 5] 분배 트리 스케줄 모니터링 

 
5. 실험 및 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설계한 프로토타입인

PACDS 를 통해 실제 P2P 환경에서 컨텐츠를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MMOM 과 비
교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은 자바 버전 1,5 이
상의 리눅스 노드 30 개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 노드는 512M 이상의 메모리와 1.8Ghz 듀
얼 코어 CPU 사양을 갖는다. 노드는 무작위

로 JXTA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며 JXTA 의 
랑데부 피어를 슈퍼 피어로 설정하여 실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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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드 개수 변화에 따른 

   작업 완료 시간 비교 
 

[그림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PACDS
의 분배 트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컨텐츠 전송 
완료 시간이 MMOM 분배 트리를 적용하였을 
때보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피어의 요청 
순서와 대역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피어의 떠
남이 없을 경우를 측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요
청하는 피어의 개수가 적었을 경우는 두 시스

템 모두 컨텐츠 전송 시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피어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PACDS 에서 작
업완료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요청 피어의 개수가 5 개인 경우 MMOM 의 알
고리즘을 적용했을 경우 평균 58.2 초가 소요되

는 반면 PACDS 에서는 평균 61.07 초로 컨텐츠

를 요청하는 노드가 적었을 경우는 좀더 시간

이 소요되나 피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PACDS 에서 컨텐츠 전송 완료 시간이 단축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7]은 컨텐츠를 요청한 피어가 30 개

일 경우 생성되는 분배 트리의 레벨 빈도를 측
정한 것으로 분배 트리 레벨은 트리의 깊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한다. 즉, 레벨 0 은 소스 
피어, 레벨 1 은 소스와 연결된 피어를 나타낸

다. 30 개의 피어에 대한 컨텐츠 분배 트리를 
최소 level6 부터 최대 level14 까지 생성된다.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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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요청하는 피어의 대역폭은 무작위로 선
택되어 실험하였다. MMOM 알고리즘은 피어의 
대역폭 만을 이용하여 분배 트리를 작성하여 
트리의 깊이간 긴 반면 PACDS 는 트리 구성 
시 트리의 레벨을 고려하여 분배 트리를 작성

함으로 기존에 비해 안정적인 분배 트리를 생
성하여 컨텐츠 분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

다.  
 

 

[그림 7] 분배 트리 레벨 구성 빈도 
 
마지막으로 피어의 떠남에 대해 적응적으

로 재 분배 트리를 작성하여 컨텐츠를 재 전송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8]은 
PACDS 를 통해 피어의 떠남을 감지하고 이를 
적응적으로 재 분배 트리를 작성하여 컨텐츠 
전송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의 
MMOM 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MMOM 의 경우 
부모 상위의 피어를 찾아 컨텐츠를 재 전송 하
는 데 반해 PACDS 는 성능 좋은 부모 피어를 
찾아 컨텐츠를 재 전송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컨텐츠 분배가 시작되면 새로운 피어가 컨
텐츠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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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피어 떠남 시 노드 개수 변화에 따른 

작업 완료 시간 비교 
 
실험 결과, 노드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작업 완료 시간이 MMOM 시스템에 비해 줄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피어의 개수가 
많은 경우 상위 피어를 찾고 실제 요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상위 피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PACDS 에서 적용한 성능 좋은 
피어를 찾아서 바로 컨텐츠를 요청하게 함으로 
실제 컨텐츠 완료 시간이 MMOM 에 비해 줄
어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어의 개수가 많아 
질수록 MMOM 시스템 보다 PACDS 가 효율적

이고 안정적으로 컨텐츠 전송을 완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결론 및 향후 계획 
 
유동적인 P2P 환경에서 적응적으로 컨텐츠

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피어와 컨텐츠를 관리하

고 컨텐츠를 최적의 전송 방법을 지원하는 미
들웨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표준을 고려하고 P2P 기반 
분산 환경에서 컨텐츠 이동의 안정화를 지원하

는 컨텐츠 선택 방법과 분배 방법을 제시하였

고 피어 상태 감지를 통한 분배 트리 재구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P2P 표준인 JXTA 를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검증했다.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피어의 상태 등
을 관리하는 피어 관리, 컨텐츠의 효율적인 분
배 관리와 오류에 대한 적응적 재 분배 관리 
기능으로 구성되는 서비스 미들웨어는 P2P 네
트워크에 참여하여 원하는 컨텐츠를 검색하고 
반환된 컨텐츠 채널에 참여한 후 다수의 피어

와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컨
텐츠의 분배 안정화를 위해 동적으로 분배 트
리를 생성하고 실제 피어 사이에 적용함으로 
전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피어 떠남을 감지한 
후 적응적으로 분배 트리를 재 구성하여 컨텐

츠 전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차후에는 다양한 기기들을 포함하여 동적

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 아래 컨텐츠의 안
정적인 분배를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방안을 
제시하고 컨텐츠 분배뿐 아니라 서비스 관리에 
있어 일관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P2P 응용에 국한된 프로토콜 
대신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이질적인 
자원들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
는 자원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며 무선 환경과 
결합하여 피어의 이동성 및 계속성, 유연성에 
대한 QoS(Quality of Service) 지원 방법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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