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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몇 년간 P2P 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소리바다와 Napster 가 사용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제안 되어왔다. 우리는 
Sun MicroSystems에서 제안한 JXT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컨텐츠 공유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 응용프로그램은 파일, 사진, 비디오, 웹컨텐츠의 공유기능과 실시간 영상, 
채팅을 통한 사용자 커뮤니티 기능과 피어들의 그룹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7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응용계층에서 그룹을 생성할 수 있고 또한, 
사용자의 컨텐츠를 멀티캐스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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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대용량, 고품질의 컨텐츠 전송이 가능해 졌다. 그로 인해 개인간 컨텐츠 
공유가 활성화 되었고 이러한 컨텐츠 공유는 새로운 발상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또한, 공유를 
가능하게 한 서비스에는 Gnutella, Napster, 소리바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2]. 언급한 서비스들은 
전통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C/S)구조를 혼합한 P2P 서비스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클라이언트는 특정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특정 자원에 접속하며 클라이언트에 상대적으로 부하가 덜 가도록 대부분의 처리는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C/S 구조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서버에 대한 부하와 대역폭 
요청이 함께 증가하는 확장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P2P에서 구조화된 
P2P에 대한 연구[3]가 근래 진행되어 왔고 최근 소개된 P2P들 중에서 서버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JXTA 프레임워크[4]에 기반한 P2P응용 설계결과를 제시한다.  

JXTA를 기반으로 한 P2P응용은 사용자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것으로 아바타와 같은 3D 컨텐츠와 
그림 및 영상의 실시간 공유를 이루고자 한다. 이렇게 설계된 JXTA 응용의 효용성과 효율성 검증을 위해 
구현된 JXTA 기반 P2P응용에 대해 그 응용들간의 컨텐츠 공유 과정에서의 트래픽 변화량을 측정함으로 
성능을 검증한다.  

 
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기존의 P2P 서비스에서 사용한 구조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 구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안된 Sun MicroSystems에서 오픈 프로젝트로 진행중인 JXTA의 특징과 핵심 설계 원리에 기반하여 정의된 
프로토콜 규격과 그 기능을 소개한다. 

 
2.1 혼합형 P2P[3] 
혼합형 P2P는 C/S구조와 P2P구조의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이 구조에서는 중앙 서버를 사용해 피어가 

온라인 상태인지 모니터하고, 네트워크에 새로운 피어가 접속하면 통지하는 방법으로 중앙서버를 이용 
하게 되며, 그 이외의 통신은 서버의 중개없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P2P형태로 수행된다. 이와 유사한 



KNOM Review, Vol. 12, No. 2, Dec. 2009, pp. 32-39 

 2 

방식을 사용한 Napster 서비스는 MP3파일을 교환할 때 중앙서버에서 각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MP3 
파일의 목록을 저장, 검색하도록 하고 파일전송에 대해서는 피어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1은 
혼합형 P2P의 구조를 보인다. 

 

 
그림 1. 혼합형 P2P 구조 

 
이러한 혼합형 P2P 구조와 유사한 서비스들에는 MSN메신저, AOL 인터넷 메신저, 야후 메신저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응용들은 서로 호환성이 없으며 각자 고유의 통신 프로토콜에 기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호환성의 결과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게 하였고,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해 별도로 등록 절차를 실행하게 만들었다. 결국 사용자들은 상호연동이 불가능한 
완전히 분리된 커뮤니티로 성장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2.2 JXTA의 특징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P2P 응용은 호환성이 없는 고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비호환성이 각종 장치를 P2P 네트워크로 결집할 때 발생되는 장점을 감소시켰다[3]. 분산 컴퓨팅을 
지향하는 JXTA는 피어로 하여금 통신할 수 있고 P2P 네트워킹의 기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언어로서 P2P 통신의 핵심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집합이다.  또한, 운영체제, 컴퓨팅 플랫폼,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 캐스트 전송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전송 메커니즘에 대하여 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P2P 네트워크 내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 장치, 네트워크 전송이 사용 가능하도록 기존의 P2P 프로토콜보다 추상화된 언어인 XML을 
제공한다. XML의 사용을 통하여 데이터 구조화에 표준 기반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전송에서 
쉽게 이해되고 충실하게 지원되며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2.3 JXTA 프로토콜[5] 

JXTA는 6개 프로토콜의 집합이다. 각 프로토콜들은 다른 피어들의 광고와 네트워크 자원을 탐색하고 
커뮤니케이션과 메시지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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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XTA의 6개 프로토콜의 개념도 

 
그림 2는 각 프로토콜의 상관관계를 도시화 한 것이다. PIP(Peer Information Protocol)은 피어 자신과 

다른 피어의 상태정보를 구하는데 사용한다. RVP(Rendezvous Protocol)은 사설망 내의 단순 피어가 사설망 
외부에 있는 피어 그룹 구성원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때 그룹 구성원 정보는 PIP로 
부터 얻는다. PDP(Peer Discovery Protocol)은 자신의 자원을 광고하거나 다른 피어의 리소스를 찾는데 
사용하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PIP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ERP (Endpoint Routing Protocol) 은 다른 피어들의 
목적지 포트로의 경로를 찾는다. PRP(Peer Resolver Protocol)은 피어나 피어 그룹, 파이프, 그 외 다른 
정보들을 찾기 위해 쿼리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다. PRP은 ERP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한다. PBP(Pipe Binding Protocol)은 하나 또는 여러 피어들 사이에 가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나 파이프를 
설정하는데 여기서 파이프는 발송 피어와 수신 피어 간의 접속을 표현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3. JXTA기반 컨텐츠 공유 P2P 응용 
 
이 장에서는 컨텐츠 공유 P2P응용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과 그 필요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한다. 
 

3.1 개발 동기 
사용자는 자신의 컨텐츠에 대해 공개적이거나 폐쇄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평가 받기를 원하며 

공유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이미지, 동영상, 3D 아바타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C/S 구조 또는 
혼합형 P2P구조에서는 컨텐츠 공유를 위해 특정 서버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 때문에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컨텐츠 저장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으며 다양한 컨텐츠 형태 때문에 다양한 
뷰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컨텐츠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불필요한 수고를 해야만 했고 사용자는 다양한 
컨텐츠를 하나의 응용으로 공유하고 그 컨텐츠에 대한 커뮤니티를 위한 도구가 필요 하다.  

 
3.2 기능 설계 

기능 설계부분은 크게 두 개의 패키지로 구분 지어 구현하였다. PicShare와 JxtaCast로 수행 기능에 

의해 분류하였고 두 패키지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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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래스 다이어그램 

 
PicShare는 JxtaP2PFace와 DiscoThread를 제어할 목적으로 P2PFace Interface를 객체로 가진다. P2PFace 

인터페이스를 통해 JxtaP2PFace를 제어함으로써 PIP를 구현한다. 그리고 RendezvousListener를 구현함으로써 
RVP을 구현한다. PIP이 가진 속성 값들을 이용해 PDP를 스레드로 구현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다른 
피어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피어 자신의 자원을 광고하도록 한다. 또한 PicShare는 JxtaCast의 객체를 
제어함으로써 컨텐츠 공유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JxtaCast는 JXTA프로토콜의 집합체로 PRP, PBP, ERP를 구현하며 부분적으로 PIP, PDP를 PicShare의 
제어에 의해 수행될수 있다. 실제로 주요기능이 설계되어 있는 클래스로써 스레드로 실행되며 Event를 
감시하고 그 이벤트에 대한 분석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파일블록에 대한 제어를 위한 FileWrangler는 
InputFileWrangler와 OutputFileWrangler 쌍으로 구성되어 송수신 되는 파일블록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고 
제어를 통해 실패한 블록에 대한 요청에 대해 ERP을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송신자측으로 집중되는 
오버헤드를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오버헤드제어에 대한 구현은 데이터 블록을 기준으로 송신자일 때와 
수신자일 때에 따라 감시 메소드 bossCheck() 을 달리 구현 하였다. 수신측 피어의 InputFileWrangler는 각 
블록에 대한 수신에 대해 실패 또는 송신자 메시지형태에 대한 감시를 하게 되며 송신측 피어는 데이터 
블록을 송신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 블록을 정해진 생존조건에 의해 유지관리 함으로써 재요청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구현되었다.  

PRP는 ERP 위에 직접 제어하도록 구현하였고, PDP는 PRP를 통해 간접적으로 ERP위에서 제어하도록 
구현 하였다. PBP는 castName을 가지고 구현되며 PBQM(Pipe Binding Query Message)와 PBAM(PipeBinding 
Answer Message) 두 개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바인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Propagated Pipes 타입을 
갖는다. 

 
3.3 P2P응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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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응용프로그램 구조 

 
구현된 P2P 응용은 JXTA 커뮤니티에서 권장하는 JXTA software architecture를 참조하여 구현되었다[5]. 

그림 4는 구현한 P2P 응용의 추상화된 형태를 보인다. 응용은 User Interface와 컨텐츠 공유를 위한 
System으로 구성된다. User Interface는 컨텐츠 공유 및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View 기능과 공유 
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한 검색기능을 수행하고  System에서는 실제로 컨텐츠 공유와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한다. JXTA의 PIP 위에 PDP을 구현하고 PRP를 구현한 Resolver를 통해 피어 정보 송수신을 통해 
커뮤니티 그룹을 형성 한다. Resolver는 ERP 위에서 구현되는데 컨텐츠 유형에 따라 통신 프로토콜이 
변경되어 Resolver를 동작하게 한다. Image, Video, Message 유형은 블록단위로 멀티캐스트 전송을 하게되며 
Real time video는 JMF 2.1.1e 패키지를 이용한 스트림 형태의 유니캐스트 전송을 하게 된다. 또한 3D 
아바타는 HTML 문서 형태의 Message로 전송하게 된다. 이와 같은 컨텐츠 및 커뮤니티 송.수신은 ERP 
위에 계층화 프로토콜로 구현된 PBP의 Input Pipe, Output Pipe 두쌍의 추상적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3.4  시스템 구현 
 

 
그림 5. 3D 아바타 컨텐츠 공유와 실시간 영상 커뮤니티 

 
그림 5는 구현된 P2P응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그림5의 좌측그림은 HTML 문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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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vatar 전송을 보인다. 우측그림은 실시간 영상 커뮤니티 도구로써 사용자간 영상전송의 예를 보인다. 
이처럼 하나의 응용을 통해 컨텐츠 공유와 그 컨텐츠에 대한 커뮤니티를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다.  

 
4. 성능분석 
 

테스트 베드는 Java Runtime 1.6 플랫폼이 설치되고 WindowsXP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송수신에 사용된 NIC 는 IEEE 802.3을 지원하는 것을 사용 했으며 테스트 시나리오는 각 
PC에서 실행된 컨텐츠 공유 응용들을 Jxta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랑데부피어[6]를 통해 동일 그룹의 특정 
피어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송신하고 그룹내의 다른 피어들이 수신한다. 이때 송신측 피어의 데이터 
송신량을 패킷 분석툴 WireShark[7]를 통해 스캐닝 하여 트래픽을 분석함으로써 그 감소량을 통해 검증한다. 

 

 
그림 6. 송신측 트래픽 측정 그래프 

 

 
그림 7. 수신측 트래픽 측정 그래프 

 

From  

 #Peers 

Sender A peer selected 

randomly 

 

Total  packet size    17,532,288 bit 

1 Packet size            13,626 bit 

(  %)   :   Response for all request 

11 735,804(21%) 242,240(  7%) 

14 5,886,568(19%) 1,684,755(  5%) 

27 11,057,345(  2%) 13,854,687(  4%) 

표 1. 요청 패킷에 대한 응답 패킷량 
 
그림 6은 데이터의 원래 송신측 트래픽을 측정한 것이다. 피어가 증가함에 따른 요청에 대한 응답 

횟수는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의 그림 7의 수신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송신자가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원래의 데이터를 송신 받았던 다른 수신 피어들이 그 

요청에 대해 응답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은 송신자가 요청에 대해 응답한 패킷수와 수신 피어들 중 

하나의 피어가 응답해준 응답 패킷수 이다. 수신피어의 증가에 따라 송신자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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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전체 응답비율에 비해 작았으며 표 1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피어의 수가 27일 때 응답비율이 수신자들보다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피어가 

전체 부하를 나누어 분담하기 때문에 C/S 구조에 비하여 아주 좋은 확장성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 구현한 컨텐츠 공유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 JXTA 프레임워크 기반의 랑데부피어를 

이용함으로써 Client/Server 구조의 탈피에 대한 목적을 달성 하였고 또한, 송신자에게 집중되는 요청을 

분산시킴으로써 트래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JXTA FrameWork를 기반으로 P2P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차후 다른 P2P 서비스와의 호환이 가능한 커뮤니티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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