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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이전트란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적으

로 수행해 주는 소프트웨어로서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1990년대 초부터 관련제품도 대거 등장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단독 에이전

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그 해결 방법으로 지역적으로 분산된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분산 협동 처리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여러 에이전트의 분산 협동 처리를 위해

서는 에이전트간 통신이 필수적이다. 그 목적은 정보나 작업 처리의 공유와 교환에 있으며 다

른 에이전트에게 처리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에이전트, 에이전트 플랫폼이 효율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구성된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효율적 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들을 JXTA의 예를 통해 지

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에이전트 네트워크 자가 구성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1. 서론 

에이전트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행자 , 

대리인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만 컴퓨터 분야에서는 

작업을  대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온 개념이다. 1980년대 

말부터 에이전트라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고  관련제품도  

1990년대 초부터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독 에이전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그 해결 방법으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분산 협동 처리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여러 에이전트의 분산 협동 처리를 위해서는 

에이전트간 통신이 필수적이며, 에이전트간 통신을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즉 에이전트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 중이다.  

기존의 통신방법으로는 P2P나 RPC와 같은 방식이 

있는데 P2P의 경우 PC간의 통신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RPC의 경우 구성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트워크가 

끊겼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 이 역시 에이전트 

네트워크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JXTA[1]를 활용할 

경우  에이전트  플랫폼이  증가할수록  탐색시간이 

길어지며,  이로 인하여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전체  

성능저하가 발생한다. [2]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ROOT-AP와 

TERMINAL-AP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에이전트 , 

해시테이블정보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TERMINAL-

AP는 새로운 AP가 생성될 때 마다 변경되어 ROOT-

A P에  생기는  부하를  나누었다 .  또한  패스트리 

라우팅[3]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애드버타이저먼트, 

디스커버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ROOT-AP의 백업역할, 

라우팅  효율화  등의  부가적인  성능향상  효과도 

가 져 왔 다 .  이 와  같 은  방 법 으로  네 트 워크 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자가 구성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2장에서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플랫폼에  관하여  알아보고 , 

3장에서는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데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인  J X TA에  대하여  알아본다 .  이어서 

4장에서는  에이전트  네트워크  자가  구성방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에 관해서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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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란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해 

주는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자율성, 지능성, 이동성이 있고 이외에도 

환경변화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반응성,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지 않도록 하는 정직성, 에이전트의 

활동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성 등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에이전트로 

해결하지 못하는 작업을 다양한 에이전트간의 협업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가 

있다. 이런 특징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에이전트 플랫폼을 사용하며 에이전트 플랫폼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에이전트  플랫폼은  표준  기관인  F I PA [ 5 ]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이며  표준  에이전트  언어인 

ACL(Agent Communication Language)을 사용하여 

ACC(Agen t  Communica t ion  Channe l )을  통하여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플랫폼간의 통신을 지원한다. 

DF(Directory Faci l i tator)는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 M S ( A g e n t 

Management Service)는 에이전트 등록과 제거, 정지와  

회복 등 전반적인 에이전트 주기를 관리한다. 

 

3. JXTA 

JXTA는 P2P 네트워크 플랫폼이며, "Juxtapose"의 

줄임  말로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  분산  컴퓨팅 

환경을  P 2 P기반으로  제공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이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초기 많은 P2P 

애플리케이션들이  갖는  공통적인  아키텍처를 

분석해서 개념적인  일반적  계층 구조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은 

소프트웨어 계층 구조도를 작성했다. Core layer에서는 

기본적인 동작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peer를 

생성하기  위해  unique한  peerID를  제공한며  다른 

peer나 peer group을 위한 pipe를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Service layer에서는 CMS(Content Management 

Sy s t e m )나  J X TA p e e r들  간의  파일공유와  같은 

일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  Serv ice  l ayer에서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나 JXTA peer들 간의 

파일공유와  같은  일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 

Application layer에서는 사용자가 제어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6,7] 

 

 

JXTA의 동작과정은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각 peer를 생성하기 위하여 core layer에서 peer ID를 

생성한다 .  peer는  연결  및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advertisements message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여부를 

rendezvous peer에게  알리게  된다 .  확인된  peer는 

rendezvous peer에 저장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virtual network 이 생성되며 

생성된 네트워크는 그림4와 같은 형태가 된다.[8,9] 
 

 

(그림 4)  JXTA virtual network 

(그림 1) 에이전트 플랫폼의 구조 

(그림 3)  JXTA 동작과정 

(그림 2)  JXTA 소프트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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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하는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자가 구성 

제안하는  에이전트  네트워크  자가  구성방법은 

에이전트  플랫폼의  시작부터  최종  네트워크가 

구성되기까지 전체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단,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는 편의상 JXTA와의 구분을  

위해 지은 이름이다. 

그림 5와 같이 처음 생성되는 AP(Agent Platform)는 

ROOT-AP가 되며 다음부터 생성되는 AP들은 ROOT-

AP에게 라우팅 정보, hash value을 포함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한다. Hash value(본문에서는 6bits기준으로 

한다.)는 패스트리 라우팅 방식에 쓰이며 ID, 포트(AP 

@ IP) 등을 ROOT AP에게 알려준다. 
 

이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AP는 기본적으로 ROOT-

AP를  찾게  되며 ,  특정시간(user-input) 동안  찾지 

못하게 되면 본인을 ROOT-AP라 판단한다. 이때 만약, 

새로 생성된 AP가 ROOT-AP 검색에 실패하여 본인을 

ROOT-AP라 간주하고 얼마 후 ROOT-AP를 찾게 되면 

본인의 정보를 ROOT-AP에게 전달한다. 그림 5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  새로 생성된 AP_1은  초기 

R O O T- A P와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여  본인이 

R O O T- A P라고  가정하고  일정  시간  후  통신이 

원활하여  원래의  ROOT-AP를  찾게  되면  본인의 

정보를 원래의 ROOT-AP에게 전달하고 일반 AP로 

돌아간다. 

ROOT-AP를 기준으로 다음부터 생성되는 AP들은 

초기 본인이 ROOT-AP가 될 것인지, 일반 AP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절차로  구성된  에이전트  네트워크가  그림 

6이며 AP_1 ~ AP_4는 컨텍스트 별로 라우팅 테이블을 

형성한다 .  에이전트들은  A P를  통하여  특정 

에이전트와 통신이 가능하다. 

 F I P A  s p e c에  의하여  애드버타이즈먼트 , 

디스코버리를 할 경우 패스트리 라이팅을 적용한다. 

이때, 각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DF(본 논문에서는 각 

에이전트  플랫폼에  1개의  D F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라는 에이전트가 존재하며 DF를 통해서 

어떤 에이전트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알 수 

있다 .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네트워크  탐색  시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플랫폼의 DF에게 먼저 쿼리를 

보낸다. 쿼리를 받은 DF는 다른 DF에게 전달할지를 

결정하며  최대의  횟수는  F IPA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하지만 ,  그림  6과  같이  생성된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경우 그림 5에서 처음 생성된 AP_1은 

나중에 생성된 AP_2, AP_3, AP_4의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따라서 ,  마지막에  등록한 

AP를 TERMINAL-AP라 칭하고 이 TERMINAL-AP는 

ROOT-AP에게 라우팅 정보를 포함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며 이미 등록된 AP들의 정보를 받게 된다. 이 

정보를 토대로 나머지 AP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그림 7의 예를 들어보자.   마지막에 생성된  AP는 

ROOT-AP를 찾게 되고 ROOT-AP를 찾게 되면, ROOT-

AP에게 자신의 정보를 등록한다. ROOT-AP에서는 

새로 추가된 AP가 TERMINAL-AP임을 알게 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AP_1 ~ AP_4까지의 정보를 

전송하여 준다. ROOT-AP로부터 자신이 TERMINAL-

AP임일 알게 된 AP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AP_1 ~ AP_4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이때  그림8과  같이  다른  하나의  AP(TERMINAL-

AP)가  추가로  등록  되면  앞에서의  과정에서  본 

것처럼 ROOT-AP는 TERRMINAL-AP를 정하고 이를 

기존의  T E R M I N A L - A P ( A P _ 5 )에게  전달한다 . 

기존의TERMINAL-AP(AP_5)는 새로운 TERMINAL-

AP가 생성된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정보를 포함한 

기존 AP(AP_1 ~ AP_4)의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은 

일반  AP(AP_5)가  되며  기존의  정보를  삭제한다 . 

AP_1ROOT-AP

(그림 5)  AP등록과정 

ROOT-AP

AP_1(10101)

AP_2(10110)

AP_3(11011)

AP_4(100101)

(그림 6) 최초 구성된 에이전트 네트워크 

ROOT-AP

AP_1(10101)

AP_2(10110)

AP_3(11011)

AP_4(100101)

TERMINAL-AP_5(101101)

(그림 7) TERMINAL-AP가 생성된 에이전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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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성된  T E R M I N A L - A P는  앞에서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본 것처럼 최초의 AP는 ROOT-

AP가  되고  최후의  AP는  TERMINAL-AP가  되며 

ROOT-AP와 TERMINAL-AP는 특정시간(user-input)을 

기준으로  서로  동기를  맞추어  A P들의  정보를 

갱신한다. 이런 갱신을 통하여 ROOT-AP가 통신이 

끊어질 경우 TERMINAL-AP는 ROOT-AP가 통신이  

원활할 때까지 임시 ROOT-AP 역할을 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에이전트 플랫폼과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J X TA를  알아보았고 

J X TA의  문제제기와  이의  개선안으로  에이전트 

네트워크  자가구성을  제시하였다 .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에이전트 네트워크 자가 구성방법은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방향이다.  

기존  J X TA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에이전트 

플랫폼이 증가할수록 탐색시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성능저하와 특정 에이전트에게 트래픽이 집중되는 

경우  대처방안을  ROOT-AP와  TERMINAL-AP를 

만들어  개선하였다 .  이외에  패스트리  라우팅 

알 고 리 즘 을  이 용 하 여  애 드 버 타 이 저 먼 트 , 

디스커버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ROOT-AP의 

백업역할,  라우팅  효율화  등의 부가적인  성능향상  

효과도 가져왔다. 

 향후  과제로서  아직까지  사용자  입력이  필요한 

ROOT-AP를 판단하는 시간, ROOT-AP와 TERMINAL-

A P의  동기화  시간  등  아직까지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  주기나  양에  관하여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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