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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인폼드 검색 모델에서 자원 보유 피어의 검색 결과는 검색 과정에서 선택된 피어들 각
각의 라우팅 결정 정보로 저장되는데, 자원 적중률에 따라 다음 피어를 선택할 때 주요 결정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라우팅 결정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트래픽과 검색 성공률 등의 측면에서 기
존의 Random Walks 등에 비해 효과적인 성능 평가 결과를 보인 LTO(Leveled The Orienteering) 검색 
알고리즘은 검색 과정에서의 라우팅 경로가 편중되어 있어 해당 노드들에 검색 부하 집중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검색 적중 빈도에 따른 LTO 검색 알고리즘이 검색 과정상에서 라우트 
대상 노드들의 성능을 고려한 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장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
능 평가 결과 노드들의 검색 부하 집중률과 자원 검색 노드의 검색 성공률 측면에서 적절한 타협점

에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네트워크 기
반 응용 기술이 컴퓨터 분야의 주요 관심 기술들 중
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의 응용 프로

그램으로 웹이나 FTP, TELNET 등 제한적인 과거 통
신 환경에서와는 달리 P2P(Peer-to-Peer) 응용 프로그램

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 응용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P2P 시스템의 연구와 활용이 
다양화 되면서 피어들의 자원 검색과정 혹은 자원의 
리플리케이션 과정에서 발생되는 트래픽의 네트워크 
대역폭에 주는 과도한 영향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있
는 일이 아니다. P2P 응용 프로그램이 이러한 트래픽 
발생의 양을 줄이지 않으면, 다양한 네트워크 응용 프
로그램들이 산재해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원활한 대
역폭 사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많은 네트워크 
이용자의 관련 응용프로그램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P2P 시스템은 피어들의 P2P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의 연결성이 매우 약한 약결합 시스템으로 

검색 단계에서 원하는 자원을 찾는다 하여도 다운로

드 단계에서 반드시 그 피어에서 자원을 다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급증하는 P2P 시스템 
이용과 더불어 트래픽 량 감소와 약결합 환경에 영향

이 적은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1][2][3][4]. 

  앞선 LTO 논문에서는 P2P 시스템을 이용하는 피
어의 연결과 종료의 시점이 모호한 약결합 환경을 기
반으로 하는 P2P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검색 성공률과 
트래픽 양을 발생하는 순수한 P2P 모델 기반의 브로

드캐스팅 검색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한 검색 
기법은 관련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
향으로 설계 및 구현되었으며, 기존의 브로드캐스팅 
기반 검색기법과 비교 실험을 통해 제안된 검색 기법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는 논문을 위한 
선행 단계의 연구로써 P2P 약결합 시스템 기반 검색 
기법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비교 분석하여, P2P 시스템

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P2P 약결합 
시스템 기반 검색 기법을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을 분

573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및 도출된 개선 방
안을 토대로 P2P 약결합 시스템에 효과적인 검색 기
법인 TO(The Orienteering)를 설계하였다.  

  TO 의 효과적 검색 연산을 위해 Random Walks 기
반 피어 선택 기법과 질의율에 따른 차별적 리플리케

이션 기법을 채택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해, 동일한 통신량과 네트워크 환경하에 
Zipf, Power-Law, Watts-Strogatz 분포의 실험 모델을 바
탕으로 Peersim 환경 하에서 구현한 뒤 성공률, 트래

픽 발생률, 노드 분산률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

분의 문제 크기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오버헤드를 
보여주었으며, 시뮬레이션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성공

적인 질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질의율에 따른 차별적 
리플리케이션 기법의 적용에 따른 유효성을 검증하였

다. 또한 검색의 방향성과 통신 발생의 분포 측면에서 
적절한 타협점에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LTO 
검색 알고리즘은 검색 과정에서의 라우팅 경로가 편
중되어 있어 해당 노드들에 검색 부하 집중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검색 적중 빈도에 따른 
LTO 검색 알고리즘이 검색 과정상에서 라우트 대상 
노드들의 성능을 고려한 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으

로 확장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기존 검색 기법 
 
  P2P 시스템에서 자원의 검색 기법은 P2P 네트워

크 구조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P2P 네트워크 
구조는 피어간의 네트워킹 방법과 역할에 따라 순수 
P2P(Pure Peer-to-Peer), 간단한 조회 기능 서버를 가진 
P2P(P2P with a simple discovery server), 조회 서버와 룩
업 서버를 가진 P2P(P2P with discovery and lookup 
servers), 조회/룩업/컨텐츠 제공 기능의 서버를 가진 
P2P (P2P with discovery, lookup and content servers) 모델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순수한 P2P 모델을 제
외한 나머지 서버의 기능이 있는 모델을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P2P 로 묶어서 분류한다[9][10]. 하이브리

드 P2P 구조에 속한 검색 기법은 중앙집중식 모델로

써 대변되는데, 피어의 연결정보를 보유한 중앙 서버

가 검색 대상 데이터의 보유 여부에 따라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나
뉜다. 순수한 P2P 모델의 경우는 검색 기법의 특징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요청 모델, 도큐먼트 라우팅 모델

로 나뉜다. 실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델인 브로드캐

스트 요청 모델은 검색 메시지의 전달에 특정 정보의 
이용 여부에 따라 인폼드 검색[과 블라인드 검색 기
법으로 나뉜다. 순수 P2P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하
는 검색 기법 가운데, Gnutella[6]는 자원 검색을 위해 
사용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불규칙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검색 기
법 가운데 가장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 량을 나타낸다. 
변형된 BFS 기법은 Gnutella 알고리즘과 비교해 보면 
검색 메시지에 의한 네트워크 트래픽 량이 적지만 인

접한 모든 피어에게 질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아
니므로 적중률이 낮다. Random Walks 는 검색에 의해 
발생되는 메시지의 수를 제한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변형된 BFS 알고리즘에 비해 메시지 발생량이 적다. 
그러나 검색 적중률이 낮다. 이러한 검색 알고리즘의 
특징은 검색 성공률과 트래픽 량 측면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자 연구의 방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P2P 환경의 기본 특징인 약결합 
환경에 적응적인 기법이 보안되어야 한다. 

 

 
 

(그림 1) 기존 P2P 검색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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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_index(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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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TO 검색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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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TO(Leveled The Orienteering) 
 
  인폼드 검색 방법의 하나인 LTO 는 검색 알고리

즘의 근접성을 개선하기 위한 검색 모델로 확장하고

자 한다. 검색 진행 메시지의 발생 및 진행의 과정에

서 초기 이웃 피어의 선택과정은 K Walks 의 기본 원
리를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검색을 진행하고자 
하는 주체 피어는 찾고자 하는 자원에 대해 하나의 
엔트리로 구성된 지역 인덱스 유지하며, 검색의 과정

을 거치게 되는 해당 이웃 피어들도 각각의 이웃 피
어에 대한 지역 인덱스 값을 유지하게 한다. 또한 이 
지역 인덱스는 각 자원 당 하나로 배당되며, 인덱스에 
저장되는 값은 이웃피어와의 연관성 확률 값을 반영

한 값이다. 이러한 초기화 작업을 거쳐서 검색의 과정

을 진행하는 Walker 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검색 과정

이 시작되며, 질의의 분석 과정에서 지역 인덱스의 연
관성 확률 값을 바탕으로 우위에 있는 이웃피어를 선
택하여 질의가 전파된다.  

  검색 주체 피어가 해당 자원이 있는 피어로의 근
접성의 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써 단계별 
OK 정책을 제안한다. OK 정책의 단계를 정함에 따라 
자원에 대한 근접율을 기존의 방법에 비해 향상시키

고자 한다. 검색의 과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OK 값의 
단계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며, 기존의 정책은 단계

별 OK 정책을 인용하면 1 단계 OK 정책을 구현한 것
이다. 2 단계 이상의 OK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결론으로의 방향성을 거치게 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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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알고리즘 복잡도 분석 

 
3. 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 

기존 LTO 검색 알고리즘이 검색 과정에서의 라우

팅 경로가 편중되어 있어 해당 노드들에 검색 부하 
집중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검색 적중 
빈도에 따른 LTO 검색 알고리즘이 검색 과정상에서 
라우트 대상 노드들의 성능을 고려한 적응적 P2P 검
색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이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인 ALTO 이다. 

  ALTO 는 기본적으로 LTO 의 검색 알고리즘의 기
본 동작 상황을 따른다. 검색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연
관성 확률값을 기준으로 특정 노드의 평균 적중률을 
대비시킨다. 이러한 비교 결과 한 노드의 연관성 확률

값이 전체 노드의 평균 적중률 이상일 경우 해당 노
드의 연관성 확률값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해당 노
드의 역할을 분담할 다른 노드를 선정한다. 해당 역할

을 분담 받은 노드는 원래의 노드로부터 해당 검색 
대상 자원을 다운받고, 해당 연관성 확률값도 동일하

게 설정한다. 부모 노드로부터 자식노드가 모든 특징

들을 상속받는 것과 같다. 
본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문제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메터 n 을 검색의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노드의 수로 정하였다. 아래의 
예는 ALTO, Gnutella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6 홉만큼을 
모두 거쳤을 경우의 n 을 나타낸다.  

 n에 관해 가장 빨리 증가하는 항만을 남기고 다른 
항은 무시해도 되는 점근적인 복잡도 평가에 의해 
ALTO 알고리즘을 평가해 보면 O(log n)이다. Gnutella
의 브로드캐스팅 검색 기법은 O(nn)으로 ALTO 알고리

즘의 복잡도가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ALTO-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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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P2P 환경에서 해당 자원을 검색하는데 있어, 기존

의 인폼드 검색 모델에서 자원 보유 피어의 검색 결
과는 검색 과정에서 선택된 피어들 각각의 라우팅 결
정 정보로 저장되는데, 자원 적중률에 따라 다음 피어

를 선택할 때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라우팅 결정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트래픽과 검색 성
공률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Random Walks 등에 비해 
효과적인 성능 평가 결과를 보인 LTO 검색 알고리즘

은 검색 과정에서의 라우팅 경로가 편중되어 있어 해
당 노드들에 검색 부하 집중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검색 적중 빈도에 따른 LTO 검색 알고리

즘이 검색 과정상에서 라우트 대상 노드들의 성능을 
고려한 적응적 P2P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장 제안하였

다. 향후 P2P 검색 알고리즘을 근간으로 한 퍼베이시

브 환경으로의 확장을 꾀하며,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

가 검색 알고리즘의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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