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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P2P (Peer-to-Peer) 시스템은 인터넷의 사용량 증가와 네트워크 속도의 증가, 개인 PC 의 성
능 향상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와 비교해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장점으로 인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초기 P2p 시스템은 냅스터와 같
은 중앙 집중형 기반에서 JXTA 와 같은 순수 모델로 변화 되었으며, 최근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수퍼 피어 기반의 계층형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어를 수퍼 피어와 일반 피어로 
분류하는 2 계층 P2P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일반 피어가 동적인 성능과 유사

도를 기반으로 최적의 수퍼 피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일반 피어는 가장 적합한 수퍼 피어를 선택함

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쿼리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 피어가 요구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피어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1. 서론 

최근 P2P 시스템은 수퍼 피어 기반의 hybrid 형 모
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수퍼 피어 기
반의 P2P 모델에서는 네트워크의 계층을 성능이 우수

한 수퍼 피어와 일반 피어로 분류한다. 수퍼 피어는 
일반 피어의 모든 쿼리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성
능이 낮은 피어의 네트워크에 참여를 도울 수 있다. 
기존의 중앙 집중형 방식과 달리 수퍼 피어 기반의 
시스템은 여러 수퍼 피어들이 존재하여 일반 피어들

을 수퍼 피어를 중심으로 분산되도록 한다. 수퍼 피어 
기반의 P2P 시스템의 특징은 일반 피어가 자원 공유

를 위해 반드시 하나의 수퍼 피어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된 수퍼 피어를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수퍼 피어는 일반 피어의 쿼리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 피어가 요구하는 자원을 잘 검
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수퍼 피어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수퍼 피어의 선별 요소는 수퍼 피어의 자
체의 성능에 의존하며,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수
퍼 피어는 모든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

다. 따라서 일반 피어는 수퍼 피어를 선택할 때 주로 
랜덤한 방법으로 수퍼 피어를 택한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일반 피어가 가장 우수한 수
퍼 피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먼저 일반 피어가 
성능이 우수한 수퍼 피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퍼 
피어 대 일반 피어의 성능, 즉, 거리 비용과 예측 기
반의 CPU 로드를 고려하였다. 또한, 일반 피어가 가장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퍼 피어를 선택할 수 있
도록 수퍼 피어 대 일반 피어의 유사한 서비스, 즉 유
사한 컨텐츠 제공 여부, 유사한 사용 행위에 대해 고
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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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여도를 갖는다. 
 성능이 가장 우수한 수퍼 피어를 선택함으로써 

많은 쿼리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쿼리 
처리의 응답 시간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유사한 컨텐츠를 처리하는 수퍼 피어를 제공함에 

따라 짧은 경로 안에 자원을 찾을 수 있어 대역

폭 낭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유사한 사용 시간대에 사용하는 수퍼 피어의 선

택으로 인해 빈번한 수퍼 피어 교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P2P 시스템은 초기 그누텔라과 같은 순수 P2P 모
델에서 수퍼 피어 기반의 P2P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이 장에서는 현재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퍼 피어 기반의 P2P 시스템인 그누텔라와 
FastTrack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그누텔라 0.4 버전에서는 순수 P2P 구조로써, 
피어가 다른 피어와의 연결 정보를 얻기 위해서 Ping 
메시지를 현재 연결된 모든 피어에게 전송한다. 수신

한 피어들은 응답 값으로 자신의 연결 정보와 자원을 
pong 메시지로 전송하며, 또한 수신한 ping 메시지를 
자신과 연결된 다른 피어에게 브로드 캐스팅 한다. 따
라서 각각의 노드들이 메시지를 핸들링하고, 라우팅 
해야 하므로 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내
의 트래픽 또한 크게 증가된다. 그누텔라는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전 0.6 에서는 수퍼 피어 개
념인 ultrapeer 를 사용한다. ultrapeer 는 proxy 로서 동작

하는데, 노드들의 쿼리를 QRP(Query Routing Protocol)
을 사용해서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누텔라에

서는 ultrapeer 와 일반 피어를 분류할 때 피어의 cpu 
power 와 network 성능에 제약 사항을 두고 이를 만족

할 경우, ultrapeer 로 분류한다[2]. 그러나 그누텔라에서

는 분류된 ultrapeer 는 모두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
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 노드와 ultrapeer 사
이의 성능에 대한 고려가 없다 [2,8].  

FastTrack [1,9]은 수퍼 피어 개념을 가장 먼저 사용

한 시스템으로, 피어는 수퍼 노드와 일반 노드로 호칭

한다. FastTrack 에서는 성능이 좋은 노드들은 수퍼 노
드로 자동적으로 선출되며, 일시적으로 더 낮은 성능

의 일반 노드에 대해 index 서버의 역할을 제공한다. 
FastTrack 에서는 초기 연결을 위해 프로그램 내에 수
퍼 피어의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노드

는 연결을 위해 활성화 된 수퍼 피어를 선택해서 수
퍼 노드와 연결된다. FastTrack 에서는 일반 노드가 수
퍼 노드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
지만 [1] 에 따르면 일반 노드는 수퍼 노드를 선택할 
때 거리에 대해 수퍼 노드의 IP 주소를 이용해 고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노드는 수퍼 피어의 
IP 주소를 다운받아 자신과 유사한 범위에 있는 수퍼 
노드를 선택한다. 이처럼 현재 기존의 많은 P2P 시스

템들이 수퍼 피어 기반의 P2P 구조에 대해 연구중이

다. 그러나 수퍼 피어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
구가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퍼 피어 기반의 P2P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일반 피어가 우수한 수퍼 피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 한다. 
 
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특징 

제안한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피어가 쿼리 메시지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최적

의 수퍼 피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피어 대 수퍼 
피어의 성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수퍼 피어와 일
반 피어의 거리 비용과 수퍼 피어의 동적인 CPU 로드

를 이용한다. 둘째, 수퍼 피어와 일반 피어의 공통된 
특징, 즉, 컨텐츠 유사도와 사용 행위 유사도를 분석

한다. 컨텐츠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ISM 알고리즘 
[6]을 이용하였으며, 일반 피어와 수퍼 피어의 P2P 서
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유사도를 위해서 각각

의 피어의 P2P 서비스를 이용한 평균 사용 시간 대와 
각 시간 대에 대한 이용 시간에 대해 측정한다. 셋째, 
최적의 수퍼 피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성능값과 유사

도 값을 가중치에 따라 일반 피어에 대한 각각의 수
퍼 피어의 점수를 계산한다.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
림 1 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3.2  성능 측정 

제안된 시스템은 베스트 수퍼 피어를 선택하기 위해

서 성능 요소를 고려할 때 수퍼 피어의 성능 그 자체

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피어 대 수퍼 피어 사이

의 성능을 고려하였다. 즉, 일반 피어와 수퍼 피어의 
거리와 일반 피어가 수퍼 피어를 선택했을 때의 예상

되는 수퍼 피어의 로드값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반 피어와 수퍼 피어 사이의 거리 비용을 측
정하고, CPU 처리 능력을 측정한다 [3].   
 

3.2.1 거리 비용 (Distance Cost) 

 링크 사이의 거리 비용은 전송 지연과 전파 지연, 
그리고 홉을 이용해 계산한다. 현재 기존의 시스템들

은 홉에 의존한다. 그러나 홉의 수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울지라도 홉 수는 더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
안한 논문에서는 라우터당 전송 지연, 전파 지연 그리

고 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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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거리비용 vD 는 전송 지연 dT 과 전파 지연 dP
에 대해 각 홉 수만큼 계산해서 구한다 [3,4].  

 

3.2.2 CPU 성능(Processing Power) 

CPU 이용률은 여러가지 외부적인 환경, 즉 사용자

의 네트워크 상태, 이용 행위 또는 갑자기 발생한 트
래픽에 따라 동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일반 피어가 수
퍼 피어에게 CPU 로드를 요구할 때 현재의 CPU 이
용률이 수퍼 피어의 CPU 로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수퍼 피어의 
CPU 성능에 대해 EMA [5]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각각

의 수퍼 피어는 자신의 현재 CPU 이용률을 저장한 
후 미리 정해진 주기에 따라 EMA 를 이용해 예측 기
반의 CPU 로드를 계산한다. 
 

ltt EMACC −⋅−+⋅= )1( ααμ        (1) 

1/2 += Nα                        (2) 
 

μC 는 현재 측정된 EMA 값을 의미하며, ltEMA −

는 이전에 측정된 EMA 값을 의미한다. tC  는 t 시간

에 측정된 CPU 값이며, 총 주기의 수 N 을 이용해 상
수 α 를 계산한다. 

 
3.3 유사도 측정 

일반 피어는 컨텐츠와 사용 행위에 대해 공통된 특
징을 가지고 있는 수퍼 피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컨텐

츠 기반 유사도는 일반 피어가 수퍼 피어를 선택했을 
때 해당 수퍼 피어가 일반 피어에게 가장 관련된 컨
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선택한 
수퍼 피어가 유사한 컨텐츠의 제공이 가능할 경우, 일
반 피어는 보다 효율적으로 적은 경로를 거쳐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대역폭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일반 피어는 가장 유사한 행위 즉 유사한 시간대, 유
사한 이용 시간을 보이는 수퍼 피어를 선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잦은 수퍼 피어 교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3.3.1 컨텐츠의 유사도 측정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ISM 알고리즘[6,7] 을 이용하였다. 이 알
고리즘은 Nearest Neighbor 분류 알고리즘과 코사인 유
사도를 사용한다. 각각의 컨텐츠의 유사도에 대한 점
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α),(),( qqQsimqPPsimp jik      (1) 

∑∑

∑

==

=

×

×
=

×

⋅
=

t

t
qi

t

i
ji

t

t
qiji

j

j

WW

ww

qq

qq
qqQsim j

1
,

2

1
,

2

1
,,

),(

            (2) 

 
 일반 피어가 수퍼 피어에게 자원을 검색할 때 수퍼 
피어는 해당 쿼리에 대해 컨텐츠 유사도를 측정해 
수퍼 피어가 가장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반 
피어 또는 수퍼 피어의 정보를 제공한다.  
 

3.3.2 이용 행위에 대한 유사도 측정 

일반 피어와 수퍼 피어의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
위에 대한 유사도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 시간 대와 이용 시간에 따라 수퍼 피어와 일반 
피어의 유사도 값을 계산한다. 수퍼 피어 기반의 P2P 
시스템의 경우, 일반 피어는 수퍼 피어의 네트워크 존
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수퍼 피어가 일반 피
어와 다른 시간 대에 존재하거나 또는 이용 시간이 
일반 피어에 비해 현저하게 작을 경우, 수퍼 피어의 
잦은 네트워크 탈퇴로 인해 일반 피어는 서비스 중간

에 수퍼 피어를 교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피어가 수퍼 피어를 선택할 때 P2P 를 이용하는 시간

대와 같은 시간 대에 대해서 사용 시간이 유사한 수
퍼 피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저,수퍼 피어와 일반 피어 각각 주로 사용하는 사용 
시간 대를 알아보고, 둘째, 각각의 시간대에 따라 평
균 이용 시간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간은 GMT 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대를 8 zone 으로 
분류하였다.  
 

# of time 
zone Time (A.M) 

# of 
time 
zone 

Time (P.M) 

1 0 ~ 3 5 12 ~ 3 
2 3 ~ 6 6 3 ~ 6 
3 6 ~ 9 7 6 ~ 9 
4 9 ~ 12 8 9 ~ 12 

<표 1> GMT 기반의 TIME ZONE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일반 피어와 수퍼 피어는 각
각의 이용하는 평균 시간 대를 계산한 다음, 이를 통
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으로 정렬한다. 일반 
피어는 각각의 타임존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해 수퍼 
피어의 타임존 값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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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보면, 일반 피어 p 의 타임 존 집합이 N 이라고 
할 경우, N 에 속한 각각의 값에 대해 수퍼 피어 q 에 
속한 타임 존과 비교한다. 만약 n 개의 타임 존이 일
반 피어 p 에게 있을 경우, n 만큼 수퍼 피어 q 와 비교

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값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

며, 이때 수퍼 피어의 순서 α  또한 고려한다. 
 

4. 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은 일반 피어와 수퍼 피어로 나누어서 구
현되었다. 구현 환경은 Window XP professional, Java 1.5 
버전으로 Eclipse tool 을 이용해 구현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수퍼 피어와 일반 피어를 분류하였

다. 먼저 피어들의 속성은 <표 2>와 같다. 
 
속성 정의 
PeerType PeerType: Super-peer, Ordinary-peer 
PeerId  Peer 의 ID 
IP address IP address 
Content Type 컨텐츠 타입: music, movie, game  
Service utilization 
time 

시간 대와 각 시간대에 대한 이용 
시간 

NeighborType 이웃 피어의 타입: OP, SP  
GroupStatus 수퍼 피어는 일반 피어의 수락 

여부를 결정 
<표 2> 피어 속성 

 
각 피어의 기본적인 동작은 기존의 P2P 시스템과 동
일하다. 일반 피어는 쿼리를 전송하기 위해서 수퍼 피
어를 선택하며, 수퍼 피어는 일반 피어들을 대신해 이
를 대신 처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피어가 베스트 
수퍼 피어를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각각의 수
퍼 피어는 주기적인 시간 간격에 따라 PSlist 프로그

램[10]을 이용해 현재의 CPU 이용률을 모니터링 하여, 
저장한 다음, 이를 미리 정해진 주기에 따라 EMA 기
반으로 재계산한다. 일반 피어가 수퍼 피어를 선택하

기 위해서 쿼리를 요청하면, 수퍼 피어는 해당 일반 
피어와 수퍼 피어 사이의 성능과 유사도 점수를 계산

하여 이를 일반 피어에게 반환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 
피어는 수퍼 피어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 해당 메시

지에 자신의 컨텐츠 타입, 이용 시간, 메시지 출발 시
간 등을 포함시키며 메시지의 구조는 <표 3>과 같다.  
 
속성 정의 
messageType messageType: Query, RoutedQuery, 

QueryHit 
QueryType QueryType: SuperList, ConnRequest,  

ConnAccept,ResourceFind, ResultResource 
FileId 요청하는 파일의 id 

RoutingPeerId 포워딩된 메시지를 받은 피어의 id  
ReplyingPeerId 응답 메시지를 보내는 피어의 id  
PeerPropery 쿼리 타입에 의한 수퍼 피어 또는 일반 

피어의 속성 
Ex) QueryType 이 SuperList 라면,  
Content type, Service utilization time 포함 

MessageTime 메시지 생성 및 전송 시간,  
메시지 전송 지연 시간 

TTL 총 TTL 의 크기, 남아있는 TTL 수 
<표 3> 메시지 구조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피어 대 수퍼 피어의 성능 및 
유사도를 분석해서 최적의 수퍼 피어를 선택할 수 있
도록 제안하였다. 기존의 수퍼 피어 기반의 P2P 시스

템에서는 모든 수퍼 피어를 동일하게 처리하며, 많은 
연구에서 수퍼 피어의 선택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P2P 시스템에서 일반 피어의 모든 쿼리를 대신 
처리해야 할 수퍼 피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일반 피어가 최적의 수퍼 피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성능과 
유사도를 기반으로 수퍼 피어를 선별하도록 한다. 제
안한 시스템은 성능의 고려를 통해 평균 응답 시간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컨텐츠 유사도를 통해 대역폭 
문제를 해소하며, 유사한 사용 시간을 분석해서 잦은 
수퍼 피어의 교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로는 피어들 사이의 트래픽을 분석하여 수퍼 피어 선
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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