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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Faccebook과 Twitter로 표되는 소셜 네트워크가 인터넷에서 각 을 받고 있다. 한 소셜 네트

워크에서 사용자를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이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에서 기존의 P2P 네트워크

의 자원 검색 방법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Peer 사이의 실제 거리 문제로 인한 자원 검색 시간이 늘어

나는 것과 같은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검색 효율성을 향상시

키기 해 Interesting 키워드를 사용한 소셜 P2P 자원 검색 기법에 해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인터넷의 킬러 어 리 이션의 하나로 Facebook 

과 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1]가 조명을 받고 있

다.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 는 사람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노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  계를 의미

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어떠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사회  계를 맺는다. 소셜 네트워크는 앞으로  더 

복잡하고 거 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발 할 것

으로 기 된다.1) 

   Peer-to-Peer (P2P) [2][3] 기술은 기존의 서버/클라이

언트 방식의 네트워크와 같이 참여하는 각 Peer가 은 

수의 일부 앙 서버에 의해 리 되는 방식과는 달리, 개

별 Peer간에 자원 (공유콘텐츠, 컴퓨터) 등을 공유하는 방

식의 분산 컴퓨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P2P는 서버/클라

이언트방식과는 다르게 모든 peer들이 같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에서 기존의 P2P 방식을 

사용하여 Peer가 자원 검색을 해 쿼리 메시지를 송하

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Peer들의 실제 물리  치

가 멀기 때문에 자원을 검색하는 시간이 늘어나 자원 검

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 발생한다. 한, P2P에 

참여하는 Peer들에게 송하는 메시지의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오버헤드들로 인한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한 새로운 P2P 기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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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원 검색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각각의 Peer들이 

가지고 있는 Interesting 키워드를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

크에서 자원 검색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해 제안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 련연구를 설

명하고, 3 에서 제안사항인 Interesting 키워드를 사용한 

자원 검색 방법에 해 설명한다. 4 에서 시뮬 이션을 통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원 검색 방식의 평가와 5 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하여 기술한다.

2. 련연구

2.1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는 web science의 일종으로 웹 에서 

사람이나 소셜 그룹들로 구성된 노드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사회  계를 의미한다. 그림 1은 소셜 네트워

크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1) 소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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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룹은 그룹 구성원에게 정보를 공

유하거나, 그룹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이미 그 문제를 경험한 사람에게 조

언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은 

다양한 계를 맺어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성한 소

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다시 말해, 소셜 네트워크 이론은 연 성 높은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계를 분석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사용

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소셜 네

트워크가 다시 사용자에게 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은 구성원 간에 정보를 요청하고 

공유한다. 

2.2 소셜 P2P

   소셜 P2P [4][5]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원을 찾기 

해 사람들의 사회  계를 사용하는 P2P 기술의 일종이

다. 소셜 P2P에서 각각의 Peer들은 사람이나 소셜 네트워

크 그룹을 의미하며, Peer 사이의 연결은 소셜 네트워크에

서 사용하는 사회  계를 의미한다. 

(그림 2) 기존의 소셜 P2P 네트워크에서 자원 검색 방법

  그림 2는 기존의 소셜 P2P에서 자원을 검색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기존의 소셜 P2P는 자원을 검색할 때, 이웃의 

리스트를 사용하여 자원을 검색한다. 따라서, 이웃하는 

Peer사이의 실제 거리가 멀면, 자원을 검색하는데 소모되

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은 소셜 네트워크

에서 자원검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셜 네트

워크에서 자원검색을 검색할 때, 자원 검색의 효율성을 높

이기 한 방법이 요구된다.

3. 제안사항

   그림 3의 (a)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nteresting 키워

드 기반 P2P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Peer A는 두 개의 relationship 그룹을 가지고 있다. 

Interesting 키워드 기반 P2P에서는 각각의 Peer는 자신의 

키워드를 리하는 Interesting 키워드 리 테이블을 가

지고 있다. Interesting 키워드 리 테이블은 Peer 주변의 

유사한 Interesting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이웃 노드들의 

Interesting 키워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림 3의 (b)에서 처럼, Peer A는 자신의 이웃 Peer 

들의 Interesting 키워드를 리 테이블에 등록한다. Peer 

A가 자원을 검색할 때, Peer A는 자신의 리 테이블에

서 자원이 있는지 검색한다. 만약 자신의 리 테이블에 

자원이 없다면, Peer A는 자신의 이웃 Peer 외부에 있는 

Peer들에게 query 메시지를 송한다. 새로운 Peer가 

Interesting 그룹에 참가하면, 이웃 Peer들은 새로 참가한 

Peer의 Interesting 키워드 리 테이블을 비교하고, 자신

의 리 테이블에 새로 참가한 Peer의 Interesting 키워드

를 등록한다. 

(그림 3) (a) Interesting 키워드 기반 P2P 구조

(b) Interesting 키워드 리 테이블 

 

   표 1은 Interesting 키워드 리 테이블을 나타낸다. 

Peer의 심 키워드  많이 언 된 키워드를 표 키워

드로 하여 자원 검색에 활용한다. 표 1에서 Peer A는 자

신의 Interesting 키워드 리 테이블에서 제일 많이 언

된 키워드 2를 표 키워드로 하여 자원을 검색할 때 이

용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Interesting 키워드 기반 

P2P의 자원 검색 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Peer A는 자원 “☆”을 검색하기 해 자신의 Interesting 

키워드 리 테이블을 검색한다. 자신의 리 테이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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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색하지 못 했기 때문에, Peer A는 자신과 유사

한 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Peer B에게 쿼리 메시지를 

송한다. Peer B는 Peer A가 송한 쿼리 메시지를 송 

받아 자신의 리 테이블을 검색하고, “☆”을 검색하지 못

했기 때문에, 표 Interesting 키워드가 유사한 자신의 이

웃 Peer인 Peer H에게 쿼리 메시지를 송한다. Peer H

는 자신의 리 테이블에서 “☆”을 검색하고 이를 역순으

로 Peer A에게 송하여 자원 검색을 마치게 된다. 

<표 1> Peer A의 Interesting 키워드 리 테이블

The number 

of mention
Representative keyword

2 Interesting Keyword 2

- -

Peer Name Interesting Keyword
A Interesting Keyword 1

A Interesting Keyword 2

A Interesting Keyword 3

B Interesting Keyword 2

- -

(그림 4)　Interesting Keyword P2P의 

자원 검색 시나리오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Interesting 키워드 기반 P2P의 성

능 평가를 해 C 언어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 시뮬 이션 에 발생되는 에러로 인한 오차를 

이기 해 100번의 시뮬 이션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TL (Time To Live) 

[6] 값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제안한 Interesting 키워드 

기반 P2P의 자원 검색 시간과 기존의 P2P와 소셜 P2P의 

자원을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 다. 시뮬 이션 

결과에서처럼, 기존의 P2P 기법은 이웃을 랜덤하기 구성

하기 때문에, 자원을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랜덤하

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기존의 Social P2P 

네트워크보다 우리가 제안한 Interesting 키워드 기반 P2P

의 자원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게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 시뮬 이션 결과

5. 결론

   본 논문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해 Interesting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P2P 기

법을 제안하 다. Interesting 키워드 기반 P2P는 자원 검

색의 효율을 높이기 해, 자신의 이웃 Peer의 Interesting 

키워드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자원을 검

색할 때, 기존의 P2P 기법과 소셜 P2P 기법보다 더 은 

자원 검색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과제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Interesting 키워드 기반 P2P의 자원 검색 방법을 최 화 

하기 한 연구와 좀 더 역동 이고, 네트워크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소셜 그룹 P2P에 련된 연구를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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