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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은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 파일을 블록 단위로 나누어 여

러 피어로부터 동시에 내려 받는다. 그러나 악의적인 피어가 고의적으로 변조한 파일을 전송 받게 

되면 해당 블록의 재전송으로 네트워크 자원이 소모되고, 블록들을 재 조합하여 파일을 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 절약을 위해 고의적 변조 파일을 P2P 시스템에서 배

제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디렉토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피어가 변조 블록

에 대한 신고를 받아 그 신고 횟수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해당 변조 블록을 포함한 파일을 검색 결

과에서 배제시킴으로써 P2P 상에 공유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모의 실험

을 통해 평가한 결과, 일반적인 P2P 시스템 및 피어 평판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P2P 시스템보다 제

안한 시스템의 고의적 변조 파일의 공유 비율이 각각 22 배, 4 배 낮고, 올바른 파일은 항상 공유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방법을 기존 P2P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고의적 변조 파일

의 다운로딩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피어의 다운로드 속도도 증가할 것

이다. 

 

1. 서론
°

 

최근에는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파

일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피어로부

터 동시에 내려 받는 P2P 시스템이 널리 이용되고 있

다[1-4]. 이러한 P2P 시스템에서는 여러 소스로부터 

블록 단위로 내려 받은 후에 블록들을 재 조합하여 

파일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변조된 블록을 다운로

드 하였을 경우에는 파일 재조합 과정이 완료되지 않

고, 완성이 될 때까지 해당 블록을 재전송 받는다.  

블록의 변조가 네트워크 전송 중에 발생한 일시적

인 오류 때문이라면 쉽게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악

의적인 피어가 고의적으로 변조하여 공유한 블록이라

면, 변조 블록을 지속적으로 재전송 받아야 하기 때

문에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와 클라이언트 시스템 사

용량 증가를 초래하고 더불어 파일 다운로드 시간이 

연장된다. 여기서 고의적 변조 블록이란, 블록의 내용

을 변경 하였지만 블록의 무결성을 검사를 위한 검사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7-(C1090-0701-

0045)) 

합(checksum)은 변경되기 전 상태의 해쉬 값으로 설정

되어 있는 블록이다. 고의적 변조 파일은 고의적 변

조 블록을 포함한 파일을 뜻한다.  

한편 악의적인 피어를 구별하고 품질이 낮은 파일 

공유를 막기 위해, 평판 관리(reputation management)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8]. 평

판 관리 시스템은 크게 피어 평판 관리와 파일 평판 

관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어 평판 관리 시

스템[5,6,8]은 피어 단위로 평판을 관리하는 것이고, 

파일 평판 관리 시스템[7]은 피어 단위 및 파일 단위

로 평판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일 평판 관리 

시스템에서는 평판도가 높은 파일을 변조한다면 이를 

탐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악의적인 피어는 고의적 변

조 파일 뿐 아니라 올바른 파일도 공유하고 있기 때

문에, 피어 평판 관리 시스템에서는 악의적인 피어를 

탐지하는 것이 어렵고 탐지하더라도 해당 피어가 제

공하는 변조 파일만 배제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

로 고의적 변조 파일을 탐지하고 이를 P2P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및 피어 시스템의 자원 절

약을 위해, P2P 파일 공유 시스템에서 고의적 변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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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탐지된 고의적 변조 파일을 검색 결과에서 배

제시킴으로써 P2P 상에서 공유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악의적인 피어가 공유하는 파일이라도 올바른 파일이

라면 배제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제안하는 고의적 변조 파일을 

배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4 장에서는 성능평가를 위

한 모의 실험의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eMule 

eMule[1]은 2002 년부터 공개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사용자가 다종의 공유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P2P 파일 공유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이다. eMule 은 여러 피어로부터 하나의 

파일을 동시에 내려 받는 것이 가능하고, 다운로드 

중에도 파일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해쉬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파일의 변조를 탐지할 수 있다. 

공유되는 파일은 9.28MB 크기의 파트들로 나눠지

며 하나의 파트는 다시 180KB 크기의 블록들로 나눠

진다. 파일은 파트단위로 동시에 다운로드 되고, 다운

로드가 완료된 파트는 파트해쉬와 비교하여 변조 유

무를 검사한다. 만일 파트가 변조 되었다면 AICH 

(Advanced Intelligent Corruption Handling) 알고리즘[9]을 

이용하여 그 파트 중 변조된 블록들을 찾아내어 그 

블록들만 다시 다운로드 하여, 파일을 복구한다. 

 

2.2. 평판 관리 시스템 

P2P 상에서 피어의 악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피어들의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피어의 평

판도 (reputation, 피어가 공유하는 파일의 품질 만족도

를 나타냄)와 신뢰도(credibility, 피어의 피드백의 신뢰

성을 나타냄)를 관리하는 피어 평판 시스템[5,6]이 제

시되었다.  

Mekouar et al.[5]가 제시한 시스템에서는 업로딩 피

어 Pj 의 담당 수퍼피어가 Pj 의 평판도 ABj (수식 1)를 

계산하고 관리한다. 수식 (1)에서 D*,j
+는 Pj 가 업로드

한 파일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파일의 크기, D*,j
-

는 Pj 가 업로드한 파일중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파

일의 크기이다. 다운로딩 피어는 업로딩 피어의 평판

도에 근거하여 다운로드할 파일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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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enTrust[6]는 각 피어는 자신이 경험한 피어들의 

평판도를 관리하고, 파일 다운로드시 업로딩 피어를 

선택할 때 주변 피어들에게 평판도를 질의하여 결정

한다. 한편 XRep[7]은 파일의 평판도와 피어의 평판

도를 함께 고려하여 업로딩 피어를 결정한다. 

 

3. 제안하는 시스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은 2 

단계 계층 구조를 가진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이룬다. 

첫 번째 계층은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퍼피

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계층은 파일을 검색 

및 업/다운로드를 하는 일반 피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파일은 여러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동시에 다운로드 

되며, 받은 파트의 해쉬값이 다를 경우 다운로딩 피

어는 AICH 알고리즘[9]을 이용하여 변조 블록을 탐지

하고 해당 블록을 재전송 받는다. 또한 재전송 받는 

동시에 수퍼피어에게 변조된 파일을 신고하고, 신고

를 받은 수퍼피어는 고의적 변조 파일을 탐지하여 디

렉토리 서비스를 중지한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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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피어4

다운로딩 피어

1. File M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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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2 3

파일 M

1 2 31 2 3

파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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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다운로드

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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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

1 2 31 2 33

1 2 31 2 3

파일 M

6. 재 다운로드

3

피어a

피어b

피어c

피어d

6. [파일 M-피어 c] 신고

7. 신고 메시지 전달

수퍼피어3 : 

피어c 담당

8. 변조파일-피어 테이블

업데이트

 

 (그림 1) 고의적 변조 파일 배제방법의 개략적인 구조 

고의적 변조 파일을 배제하는 방법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 1: 변조된 파일 신고】 

다운로딩 피어는 받는 블록들의 변조 상태를 검사

하고, 만일 변조된 블록이 있다면 그 블록을 포함한 

파일(corrupt_file)의 ID(IDcorrupt_file)와 그 블록을 공유한 

피어(corrupt_peer)의 ID(IDcorrupt_peer)를 쌍으로 수퍼피어

에게 신고한다. 신고 메시지는 위조될 수 없도록 신

고하는 피어(claim_peer)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전자 서

명(SIGNclaim_peer)이 포함된다. 즉, 신고 메시지는  

[IDcorrupt_peer || IDcorrupt_file || SIGNclaim_peer] 이다. 신고 메시지

를 받은 수퍼피어는 메시지에 표기된 corrupt_peer 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수퍼피어 (SUPcorrupt_peer)

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계 2: 고의적 변조 파일 탐지】 

수퍼피어는 신고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메시지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변조 파일-피어 테이블 <표 1>

에 레코드를 갱신한다. (IDcorrupt_peer, IDcorrupt_file)–속성은 

각각 변조된 블록을 제공한 피어의 ID 와 그 블록을 

포함한 파일의 ID 를 나타낸다. Claim#-속성은 해당 

(IDcorrupt_peer, IDcorrupt_file)-속성값이 몇 번 신고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즉, 신고될 때마다 이 Claim#-속성값이 1 씩 

증가된다. 이 Claim#-속성값이 고의적 변조 파일 임계

치 (THforgedfile)보다 같거나 커지면, 해당 (IDcorrupt_peer, 

IDcorrupt_file)-속성값은 고의적 변조 파일로 판단한다.  

이는 ForgedFlag-속성의 속성값 Yes 또는 No 로 표현

된다. 

【단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중지】 

이전 단계에서 고의적 변조 파일로 탐지된 파일은 



 
 

제 28 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4 권 제 2 호 (2007. 11) 

548 

더 이상 P2P 시스템에 공유되지 않도록 디렉토리 서

비스를 중지한다. 
 

<표 1> 고의적 변조 파일-피어 테이블 

IDcorrupt_peer  

IDcorrupt_file  

Claim# 
 

ForgedFlag

3242189  8927382  3  No

2234123  4562432  10  Yes

 

4. 모의 실험을 통한 성능 평가 

4.1. 평가 요소 

제안하는 시스템을 평가하는 요소는 고의적 변조 

파일의 검색률 (FSR), 고의적 변조 파일 탐지 방법의 

거짓양성 (false positive) 오판율 (FFPR), 두 가지이다.  

 

total_req

PRN

PRFN

FSR

reqtotal

i i

i∑
=

_

)(

)(

 

  
N(HF)

N(HFX)
FFPR =

 

 

 

FSR 에서 N(PRi)는 i번째 요청된 파일을 가지고 있

다고 검색된 피어의 개수, N(PRFi)는 i번째 요청된 파

일을 가지고 있다고 검색되었지만 실제로는 고의적 

변조 파일로 공유하고 있는 피어의 개수, total_req 는 

파일이 요청된 총 횟수를 의미한다.  즉, FSR 은 P2P 

시스템 내에서 고의적 변조 파일의 탐지가 얼마나 정

확하며 또 얼만큼 충분히 배제되고 있는지를 나타내

는 척도이며, 이 값이 0 에 가까울수록 고의적 변조 

파일이 유포될 확률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FFPR 에서 N(HF)는 고의적 변조 블록을 포함하지 

않은 파일, 즉 올바른 파일의 개수이고, N(HFX)는 올

바른 파일이지만 잘못된 탐지로 인해 P2P 시스템에서 

배제된 파일의 개수이다. 즉, FFPR 은 올바른 파일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공유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

며, 이 값이 0 에 가깝게 낮다면 대부분의 올바른 파

일이 충분히 공유 및 배포 되고 있음을 뜻한다. 

 

4.2. 실험 환경 및 방법 

성능 평가를 위해 2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에 

사용된 매개 변수와 그 값은 <표 2>와 같다. 악의적

인 피어는 고의적 변조 파일을 공유하는 피어이다. 
 

<표 2> 실험 매개 변수와 설정 값 

실험 매개 변수 값 

일반피어의 총 개수 1000 

수퍼피어의 총 개수 10 

초기에 공유된 파일 개수 1000 

초기에 공유된 파일 인스턴스의 개수   4000 

파일의 요청 총 횟수 1000000 

악의적인 피어의 비율 10,30,50%

악의적인 피어가 공유하고 있는 파일 중

에 고의적 변조 파일의 비율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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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고의적 변조 파일의 검색률(FSR)에 대해 

<표 3>에 기재된 3 가지 시스템을 비교하였다. 실험 

대상 ③은 Mekouar et al. [5]가 제안한 피어 평판 시스

템을 이용하였고, 평판도(수식 1)가 0.5 미만이면 디렉

토리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악의적인 신고를 하는 피

어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FSR 값은 파일 요청 횟수가 

5,000번일 때마다 측정하였다. 

【실험 2】거짓양성 오판율 (FFPR)에 대해 <표 3>

의 ①과 ②를 비교하였다. 악의적인 신고를 하는 피

어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FSR 값은 파일 요청 횟수가 

5,000번일 때마다 측정하였다.  

<표 3> 실험 대상 

① eMule 만 사용한 경우 (eMule) 

② eMule 에 제안하는 시스템을 함께 사용한  

경우 (eMule+eX-FB) 

③ eMule 에 피어 평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한  

경우 (eMule+peerRP) 

 

4.3.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 1】악의적인 피어의 비율에 상관없이 파일

의 요청 횟수가 높아질수록 제안하는 시스템 

(eMule+eX-FB)의 고의적 변조 파일의 검색율(FSR)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다 (그림 2). 그

러나 요청 횟수가 작을 때에는 eMule+peerRP 가 좀더 

낮은 FSR을 나타낸다. eMule+peerRP에서는 악의적인 

피어의 평판도가 낮아지면 그 피어가 제공하는 모든 

파일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아직 탐지되지 않은 다른 

고의적 변조 파일도 함께 배제되기 때문이다. 

실험에서 측정된 FSR 값들의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 eMule+eX-FB 의 FSR 은 eMule 보다 약 22 배 감소

했고, eMule+peerRP보다 약 4배 감소하였다. 이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시스템이 타 시스템보다 더 많고 더 

정확하게 고의적 변조 파일을 배제시키고 있음을 의

미한다. 

【실험 2】제안하는 시스템(eMule+eX-FB)은 거짓양

성 오판율(FFPR)이 항상 0 인 반면, eMule+peerRP 는 

FFPR 값이 0 이상이며, 그 값은 파일의 요청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림 3). eMule+peerRP 의 

FFPR 이 0 보다 큰 값을 갖는 원인은 낮은 평판도를 

가진 피어가 공유하는 모든 파일은 고의적 변조 파일

로 판단되어 올바른 파일도 함께 배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청 횟수 증가에 따라 피어의 평판도가 평준

화 되기 때문에 FFPR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 결과는 올바른 파일 공유에 있어서 제

안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평판 관리 시스템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다중 소스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한 

P2P 파일 공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자원 낭비와 클

라이언트 시스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 변조 파일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디렉토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수퍼피어

가 변조파일-피어 테이블을 관리함으로써, 파일 검색 

요청 시 고의적 변조 파일에 대해 디렉토리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고의적 변조 파일의 공유를 배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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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실험을 통해 고의적 변조 파일이 검색되는 비

율이 타 시스템에 비해 최대 22 배까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짓양성 (false positive) 오판

율은 악의적인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0.05 를 넘지 않

았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방법을 기존 P2P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고의적 변조 파일의 다운로딩에서 발생

하는 네트워크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피어의 다

운로드 속도도 증가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수퍼피어에서 관리하는 테이블로 인

한 메모리 소비와 신고 메시지 처리과정 오버헤드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오래된 신고 기록을 삭제하는데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 평판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게 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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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악의적인 피어의 비율이 10 %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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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악의적인 피어의 비율이 30%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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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악의적인 피어의 비율이 50% 일 때 

(그림 2) 고의적 변조 파일의 검색율(FSR) 비교 

 

0.00

0.01

0.02

0.03

0.04

0.05

10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파일의 요청 횟수

거
짓

양
성

 오
판

율
 (

F
F
P
R
)

eMule+peerRP에서 악의적인 피어의 비율 10% 일 때

eMule+peerRP에서 악의적인 피어의 비율 30% 일 때

eMule+peerRP에서 악의적인 피어의 비율 50% 일 때

eMule+eX-FB에서 모든 경우

 

(그림 3) eMule 에 피어 평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한 경우

(eMule+peerRP)의 FF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