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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는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 홈 네트워킹 
기술과 텔레매틱스 등 각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유무선 네트워크 시스

템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제공되는 시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동성을 지니고 서비스 형태의 
행동을 지닐 수 있는 형태의 에이전트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해지는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

하거나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 전체를 수정해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아 질수록 
프로그램은 이러한 서비스를 지니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형인 P2P 시스템을 기
반으로 그룹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동작하는 관리 에이전트를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시스템 자원

의 감시모듈과 계정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동작 과정을 제시한다. 
 

1. 서론 

초기 인터넷은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에는 네트워크의 대역폭과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 교환의 목적만이 아닌 
정보의 처리에 대한 분산화의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로는 클러스터링, P2P, 그리드, 분산 
객체 기술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P2P 기술들은 기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일대다의 개념을 동등한 입장에서의 일대일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1,4]. 현재 사용되고 있는 
P2P 기술들은 날로 다양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늘어가고 있다. P2P 를 기반 시스템으로 한 파일 
공유와 전송 서비스, 대화와 회의 서비스, 분산형 
메일 서비스 등 각 분야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들은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응용프로그램에 적재시키고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로 인해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 전체를 

수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컴퓨터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능들을 모두 
지녀야 한다. 

날로 네트워크의 대역폭과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발전한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지녀야 할 필요성은 
점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들이 발생했을 때,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작업을 이동시켜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필요에 따라 제거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을 
분배하고 필요에 따라 결과를 종합해서 전송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에 전송하기 위한 
작업 관리 에이전트에 필요한 계정 관리 모듈과 
시스템 자원에 대한 분배와 처리, 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감시 모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P2P 시스템의 형태와 종류, 
그리고 에이전트에 대해 기술하고 3 장에서는 
제안하는 이동 에이전트 관련 모듈의 기반이 되는 
혼합형 P2P 시스템의 구성과 작업관리자 이동 
에이전트의 동작 과정 및 역할을 4 장에서는 
작업관리자 이동 에이전트에 필요한 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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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에 대해 5 장에서는 작업관리자 이동 에이전트에 
필요한 시스템 감시 모듈을 제안하고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제안한 모듈에 대한 
설계에서의 결론과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2. 관련 연구 

2.1 P2P 시스템 
 

P2P 에는 순수 P2P 와 Hybrid P2P 형태가 존재하는데 
순수 P2P 는 분산형태를 취하고 대표적인 것이 
Gnutella 와 국내 Ktella 가 있다. Hybrid P2P 형태로는 
음악 파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 
만들어진 Napster 를 들 수 있다. Napster 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존재하고 정보를 지니거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클라이트가 존재하는 중앙 
집중형태를 지닌 시스템이다[1]. 

 E-Donkey 와 같은 시스템도 Hybrid P2P 형태로서 
파일의 공유를 목적으로 연결 서버가 존재하고 
연결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2 계층의 서버들이 
존재하여 사용자가 2 계층의 서버에 연결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 정보가 있는 
컴퓨터와 일대일로 전송하되 파일에 대한 정보를 
여러 컴퓨터로 나누어 단편화된 파일 정보를 같은 
시간에 빠르게 전송 받을 수 있는 MFTP (Multi-source 
File Transmission Protocol)을 사용하여 파일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Peer 와 Peer 의 실시간 
대화와 비동기적 대화, 오프라인 대화를 위해 설계된 
Jabber 등 이 밖에도 많은 P2P 시스템들이 Hybrid P2P 
형태로서 다양한 형태로 특정한 서비스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2.2 이동 에이전트 
 
이동 에이전트란 컴퓨터들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고 그들 자신을 제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의미한다[5]. 에이전트는 이제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루어졌지만 분산 협동 처리와 
에이전트간 통신의 개념이 대두되면서부터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6]. 
 
2.2.1 Aglet 
 

대표적인 이동 에이전트 중에 IBM 도쿄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바일 에이전트 개발 툴인 
Aglet 은 인터넷 상에서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이동할 수 있는 자바 객체이며 자신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함께 이동한다[8]. 

Aglet 의 개발툴로 ASDK(Aglet Software Developmen 
t Kit)는 자바로 이동 인터넷 에이전트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Aglet 시스템의 구조는 Aglet Runtime 
Layer 와 Communication Layer 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Aglet Runtime Layer 는 Aglet 의 API 를 구현하며 
API 의 요소들에 대한 행동의 정의와 Aglet 을 
생성하고 관리하며 원격 호스트들에게 객체를 

전송하기 위한 기본 기능을 제공한다[8]. 
Communication Layer 에서는 목적지로 에이전트를 

전송하거나 받는 역할과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간의 
통신 절차를 제공하며 이런 통신에는 ATP(Agent 
Transfer Protocol)을 이용한다. Alget 시스템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Aglet 시스템의 구조 

 
3 시스템 구성 
 
3.1 기반 시스템 
 

시스템의 기본 구성으로 연결성을 유지하고 계층 
형태와 중앙 집중형태를 혼합한 형태를 사용하였다. 
계층 형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카테고리에 대한 제공과 같은 기능을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역할로 
동작을 하는데 용이하다. 

 이러한 계층형태의 구조에서 각 계층에서는 
서버/클라이언트 형태를 혼합하여 사용자들이 가입을 
하고 지정된 그룹에서의 서버가 관리를 하는 형태를 
기반 시스템으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10]. 

 
(그림 2) 각 계층의 구조 

 
OSPF(Open Shortest Path First)의 라우팅 

프로토콜에서의 DR(Designated Router)과 BDR(Backup 
DR)을 지정하는 방식과 같이 DR 역할의 
DP(Designated Peer)를 지정하면 DP 는 Peer 로부터 
상태정보와 연결정보 및 그룹정보를 관리하고 BDR 
역할의 BDP(Backup DP)는 DP 다음으로 연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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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선순위가 큰 것을 지정하고 각 Peer 로부터 
상태정보와 연결정보 및 그룹정보를 Database 로 
보유하고 있지만 상위 그룹과의 전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9, 10]. DP 가 물리적, 논리적인 접속이 끊겼을 
때 신뢰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DP 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서버 기능을 하지만 서비스의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3.2 작업관리자 이동 에이전트 
 

특정한 그룹에서의 정보 서비스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정보 서비스 전달 내용 

정보 검색 및 요구 
대화 및 원격 회의 

정보 전송 
방송 및 상, 하향식 정보 
원격 제어 및 분산처리 

문자, 그림, 동영상, 소리, 
제어 메시지, 여러 

형태의 파일 및 스트림, 
웹 컨텐츠 등 

(표 1) 정보 서비스와 전달 내용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 관리자 

이동 에이전트의 형태는 3 장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그룹에서의 서버인 DP 가 지닌 
MA(Master Agent)와 Peer 들 입장인 HA(Host Agent)가 
존재한다. 에이전트들에 대한 통신을 위한 정보는 
DP 를 통해 MA 가 지니고 있고 아래 (그림 3)과 같이 
HA 가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때 동작을 하거나 
스스로 특정한 서비스 작업을 하기 위해 동작을 한다. 

 
(그림 3) 작업관리 에이전트의 동작 과정 

 
 HA 가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서버에 연결 

정보를 보내면 MA 는 작업관리자를 통해 서비스되는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목록에서 
특정한 서비스의 요청을 하였을 경우 MA 에서는 
작업관리자를 통해 MA 의 특정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연결되어 있는 Peer 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과 
통신 후 수집하게 된다. 수집이 이루어지면 MA 에서 
지니고 있는 작업을 Peer 들에게 전달되게 되고 
전달된 작업은 HA 에 의해 실행된다. 이러한 
HA 에서 처리된 결과 값은 그 작업의 특성과 MA 의 
정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HA 에 직접 
전달되거나 다시 MA 로 HA 들이 처리된 결과가 

전달되어 MA 를 통해 HA 로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HA 과 MA 의 구성은 (그림 4, 5)와 같다[11].  

처리 작업은 JAVA 의 클래스 단위로 저장 및 
전달되며 작업을 실행하거나 멈추고 다시 실행하기 
위해 실행 관리 제어기가 필요하다.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Peer 들에 대한 자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 제공기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를 
MA 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여 얻는다. 얻어진 정보는 
필요한 작업의 전송과 처리에 필요할 때 사용된다. 

 

 
(그림 4) Host-Agent 의 구조 

 

 
(그림 5) Master-Agent 의 구조 

 
4. 계정 관리 모듈 

 
작업 관리자 에이전트에서는 작업의 단위가 

Aglet 과 마찬가지로 자바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보안과 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접속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로서 접속한 사용자의 계정을 포함한 
그룹에서의 MA 에 대한 정보, 등록된 공유 에이전트 
사용자 계정 정보를 들 수 있고 둘째로, 클래스에 
대한 접근 권한 정보로서 작업에 관련된 자원 
접근에 대한 세부 사항에 해당하는 보조기억장치인 
파일 접근 권한 및 주 기억장치에 해당하는 메모리 
접근, 네트워크 자원 및 프로세스 할당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제안하는 계정 관리 모듈에서는 기존의 사용자와 
등록된 계정 정보와 시스템 자원에 대한 제공에 
해당하는 권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아래 (그림 6)에서와 같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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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정보 제공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계정 관리 모듈의 구성 

 
5. 시스템 감시 모듈 
 
작업자 관리 에이전트의 작업에 대한 자원 접근 

및 할당 등의 정보를 지닌 외부 스키마를 통해 선 
정의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작업에서의 프로세스 
실행과 동시에 아래 (그림 7)과 같이 시스템 감시 
모듈이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7) 시스템 감시 모듈의 구성 

 
작업 프로세스가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및 

네트워크 자원을 접근할 때에는 자원 정보 제공기와 
연결 및 할당 프로세스에서 할당하거나 연결한 
정보를 얻어 외부 스키마의 정보를 비교 판단하고 
앞서 제안하고 설계한 계정관리 모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허용 접근 권한 이외의 접근에 
대해 통제하거나 결과 정보를 알릴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혼합형 P2P 의 계층 그룹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관리 이동 에이전트에 필요한 계정 관리 
모듈과 시스템 감시 모듈을 제안하고 설계하였다.  

 날로 발전하는 IT 분야에서의 자원에 대한 분산 
처리로서 클러스터링이 사용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와 원격에서의 작업을 위해 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그리드가 각 응용 분야에서 연구되어 
지고 있다. 

 자원에 대한 공유와 할당 및 분산 처리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함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합형 
P2P 기반 시스템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설계한 계정 관리 모듈과 시스템 감시 모듈을 
포함한 작업관리자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은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관리 이동 에이전트에서는 이동을 
기반으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하고 클러스터링과 분산 공유 
자원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공유 및 제공을 위한 정책과 정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분화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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