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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 해쉬 테이블(DHT : Distributed Hash Table) 기반의 P2P는 기존 Unstructured P2P 방식의 단 을 보완하기 한 방식이다. DHT 알

고리즘을 사용하면 빠른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고, 피어 개수에 무 하게 검색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DHT 방식의 피어들은 라우  테이블

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해 주기 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모바일 환경의 경우, DHT방식의 피어들은 라우  테이블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요청 

실패를 이기 해서 빠른 주기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에

서 리액티  라우  테이블 업데이트 방식을 이용하여 기존 Chord에서의 라우  테이블 업데이트에 따른 부하를 이는 기법을 제안하 으나, 

당 요청 메시지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존의 방식보다 트래픽 양이 많아지게 되는 단 을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체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이기 한 응 인 라우  테이블 업데이트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자들은 제안된 방법

에서 당 요청 메시지의 개수에 따라 라우  테이블 업데이트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 다. 응 인 Chord는 당 요청 메시지의 개수가 

어느 임계값보다 작아지면 리액티  Chord를 사용하고, 그 반 의 경우에는 기존의 Chord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실험은 버클리 학에서 만들

어진 Chord 시뮬 이터(I3)를 이용하여 수행하 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키워드 : 분산 해쉬 테이블, 라우  테이블, 리액티  코드, 응 인 코드

An Adaptive Chord for Minimizing Network Traffic 

in a Mobile P2P Environment

Younghyo Yoon†․Hukeun Kwak††․Cheongghil Kim†††․Kyusik Chung††††

ABSTRACT

A DHT(Distributed Hash Table) based P2P is a method to overcome disadvantages of the existing unstructured P2P method. If a DHT 

algorithm is used, it can do a fast data search and maintain search efficiency independent of the number of peer. The peers in the DHT 

method send messages periodically to keep the routing table updated. In a mobile environment, the peers in the DHT method should send 

messages more frequently to keep the routing table updated and reduce the failure of a request. Therefore, this results in increase of 

network traffic. In our previous research, we proposed a method to reduce the update load of the routing table in the existing Chord by 

updating it in a reactive way, but the reactive method had a disadvantage to generate more traffic than the existing Chord if the number 

of requests per second becomes larg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method of routing table update to reduce the network traffic. In the proposed method, we apply 

different routing table update method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quest message per second. If the number of request message per 

second is smaller  than some threshold, we apply the reactive method. Otherwsie, we apply the existing Chord method. We perform 

experiments using Chord simulator (I3) made by UC Berkele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proposed method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Keywords : Distributed Hash Table, Routing Table, Reactive Chord, Adaptive Ch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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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eer-to-Peer(P2P)는 기존의 인터넷에서 사용되던 클라

이언트-서버 환경의 단방향 특성을 극복하고, 서버의 문제

로 인해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단일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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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버 이 네트워크와 DHT

(Single Pont Of Failure)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안된 분

산 컴퓨  모델에 기반한 네트워킹 기술이다. P2P 어 리

이션은 정보공유, 일공유, 역폭 효율화, 데이터 스토리

지, 컴퓨  워 공유 등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며, 그 안에서 

자원을 리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P2P 일공유 

어 리 이션은 일 교환을 해 사용자들에게 많이 사용되

어지고 있다. 표 인 P2P 일공유 어 리 이션으로는 

eDonkey, Gnutella, Bit-torrent 등의 어 리 이션들이 있다. 

P2P 구조는 크게 Unstructured P2P와 Structured P2P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Unstructured P2P는 체 네트워크

에 한 정보들이 모든 피어(노드)들에 의해 리 되거나 

한 피어에게 집 되는 반면에, Structured P2P 시스템은 각

각의 피어가 체 네트워크가 아닌 부분 인 네트워크 정보

를 유지  리하게 하여 Unstructured P2P 시스템의 단

을 보완한 방식이다. Unstructured P2P에는 Napster, 

Gnutella, Freenet 등 많은 로토콜이 사용 되고 있다. 그

지만, 이러한 방식에서는 Flooding 방식으로 인한 많은 트래

픽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 을 고치기 

하여 Unstructured P2P 구조에서는 Hybrid P2P 방식을 

제안하 다. Unstructured P2P와는 다르게, Structured P2P

에서는 분산 인덱싱을 제공하는 분산 해시 테이블(DHT : 

Distributed Hash Table)로 컨텐츠와 피어 정보들을 공통의 

단일 주소 공간으로 매핑하여 콘텐츠 장  검색이 이루

어지는 분산 구조의 컨텐츠-어드 싱 기반 데이터 장 기

법을 제시한다.

DHT를 이용한 검색 기법이나, DHT 리 기법에 따라 

여러 가지 어 리 이션 사례가 존재한다. CAN[1], Pastry[2], 

Tapestry[3], Chord[4] 등 많은 방식들이 DHT 방식으로 제

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DHT 알고리즘  많은 곳에서 

연구가 진행 되고 있고, 간단하고 쉬운 알고리즘인 Chord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Chord[4]는 버클리 학에서 

만들어진 방식으로, n-bit의 원형 주소 공간에 각각의 노드

와 데이터의 키 값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노드와 데

이터의 키 값으로부터 해싱 함수를 이용하여 주소 공간으로

의 매핑이 이루어지며, 한 주소 공간 내에 존재하는 데이

터 키 k 보다 크거나 같은 노드를 k의 Successor라고 명명

하여 라우 의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Chord의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를 해

결하기 해여 리액티  Chord 방식을 기에 제안을 하

다. 그 지만 이 방식은 기존의 문제 을 해결하 지만 다

른 문제 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hord 

 본 연구자가 이 에 제안한 리액티  Chord[5-6]가 가지

는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응 인 라우

 테이블 업데이트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DHT  기존 Chord에 한 연구

방향과 기존 Chord  리액티  Chord의 문제 을 소개한

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 인 Chord를 설

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  토론을,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기존 연구

2.1 Structured P2P (DHT : Distributed Hash Table)

DHT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P2P 네트워크는 하나의 오버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데이터 검색은 오버 이 

네트워크 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1)은 DHT와 오버

이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1)에서는 여러 

호스트가 오버 이 네트워크에 등록 되고, 하나의 호스트가 

키 값이 8인 Data를 오버 이 네트워크에 넣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기법은 최  검색 횟수 O(logN)으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효율에 상 없이 피어 개수를 임의

로 증가 시킬 수 있다. 그 지만 Unstructured P2P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속성 값을 이용하여 다양한 쿼리가 가능했

던 반면에, 분산 해시 테이블을 사용함 으로 인하여 특정 

키 값만을 사용한 검색을 함으로써 쿼리가 단순화되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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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hord 네트워크 (n=5)

2.2 DHT 연구 동향

2.2.1 홉 수 감소

DHT에 한 연구가 진행 되면서 홉 수를 이기 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그 방식도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여

러 개의 Chord ring을 만들어서 검색 시에 요청된 값이 보

이면 바로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홉 수를 이고자 하

는 방식이 제안되었고[7], 캐싱(Caching) 등의 방식을 사용

하여서 빠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많이 제안되

었다[8]. 

2.2.2 부하 분산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일에 한 요청이 많아지는 상

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부하 

분산과 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많은 일 

송 어 리 이션에서 사용 될 가능성이 있는 DHT에서는 

이런 부분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부하 분산을 하여 많

이 사용하는 방식은 캐싱을 이용한 방식이다. 자신이 담당

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노드에게도 넣어 둠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노드가 처리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캐싱 

방식이다. 데이터를 캐싱 하는 방식 말고도, 요청에 한 부

하를 분산하기 하여서 라우  인덱스(Chord에서는 Finger 

table)를 다른 노드에서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요청에 한 

부하를 분산시키는 방식도 제안되었다[9]. 부분의 부하 분

산 기술들이 캐싱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Virtual 

server를 사용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10]. 이 방식은 노드 

하나가 하나의 ID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ID를 가

짐으로써, 노드가 담당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많게 하는 방

식이다. 

2.2.3 모바일 환경

체 네트워크의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정  노드에

서 동  노드로 바 게 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의 DHT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MANET에서 성공률을 높이

고 라우 을 최 화하기 해, 라우  로토콜인 AODV 

(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와의 연동을 가진 연

구[11]가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 따른 검색 

실패를 이기 해, Backtracking 방식을 사용하는 Chord 

[12]도 제안되는 등 모바일  무선 환경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 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한 많은 방식들이 

연구되었다.

2.2.4 보안

DHT 보안에서는 Sybil attack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

이 되었다. Sybil attack이란 자신이 여러 개의 ID를 가짐으

로써 다른 여러 정보들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

식이다. DHT의 경우는 ID를 자신이 만들기 때문에, 자신에

게 여러 개의 ID를 할당 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하

여 쿼리를 보낼 때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보내서 정상 인 호스트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13].

2.3 기존 Chord

2.3.1 체 구조

기존의 Chord는 (그림 2)와 같이 구성이 된다. (그림 2)는 

n=5 일 때 Chord 네트워크를 구성한 주소 공간의 이다. 

Chord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노드의 총 개수는 2
5인 

32개 이다. 

Chord에서 각각의 노드들은 Finger table이라는 라우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Finger table은 주소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테이블의 체 크기가 변하게 된다. 테이블 크기는 

주소 공간의 크기가 n-bit일 경우 n개의 행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2)를 보면, 5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Finge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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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Chord에서는 데이터 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 Finger 

table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하나의 노드가 메시지

를 보내려고 할 때, 가장 먼  요청 메시지를 해쉬하여 키 

값을 얻어 오도록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Finger table과 

키 값을 비교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Finger table에서 그 

키 값 보다 작은 값 에서 가장 큰 값인 Successor로 메시

지를 보내도록 한다. 그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앞에서의 

Finger table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그 메시지를 지정

된 장소로 보내게 된다.

(그림 2)에서 노드 8번이 19번 키 값을 찾고자 하는 를 

들어 보면, 먼  노드 8번은 데이터를 해쉬하여 19라는 값

을 얻어 오게 된다. 노드 8번은 자신의 Finger table을 보고 

19번 보다 작은 값 의 가장 큰 값인 17번 Successor로 요

청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17번 노드는 그 메시지를 받고 

다시 자신의 Finger table을 확인한다. 자신의 Finger table

에는 19번 Successor에 한 정보가 있다. 그 노드는 최종 

목 지인 19번 노드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2.3.2 Stabilization 함수

Chord에서는 노드의 실패에 해서 효과를 최소화하

기 해서 Stabilization 함수를 주기 으로 호출한다. 

Stabilization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일을 수행한다. 한 가지

는 자신이 알고 있던 Successor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Ping 메시지를 주기 으로 보내는 것이다. 만약 Ping 

메시지에 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 Successor를 자신의 

Finger table에서 지우게 된다.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Start

에 해당 하는 Successor를 주기 으로 찾아서 새로 등록을 

하는 일이다. 이 메시지는 Ping 메시지를 주기 으로 보내

는 것보다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다. (그림 3)은 Ping 메시지

와 Find_successor 메시지를 보여주기 한 Stabilization에 

한 그림이다.

Chord에서는 (그림 3)의 1번처럼 Start 값을 넣어서 보내

는 Find_successor 메시지와 2번처럼 Successor가 살아 있

는지 확인을 하기 한 Ping 메시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정해진 노드에게 하나의 메시지만을 보내서 확인을 하기 때

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

한다. Successor를 찾는 메시지를 보내기 해서 자신은 하

나의 메시지만 발생시키지만 다음 노드로 가게 되면 그 노

드 역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체 네트워크에

서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메시지가 발생하게 된다.

2.4 리액티  Chord

2.4.1 체 구조

리액티  Chord에서는 Stabilization에서 발생하는 Find_ 

successor 메시지를 통해 주기 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에

서 Finger table을 데이터 요청 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4)는 리액티  Chord의 체

인 그림이다.

리액티  Chord에서는 데이터 요청 메시지가 왔을 경우

에만 Find_successor 메시지를 보내서 Finger table을 업데

이트한다. 이  Chord에서의 Ping 메시지는 그 로 사용을 

한다. 자신이 Find_successor 메시지를 보낼 노드가 없는 상

태라면, 메시지를 보내도 응답이 오지 못한다. 그 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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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드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Ping 메시지는 그

로 사용을 한다. 

2.4.2 동작 과정

리액티  Chord의 동작 과정은 (그림 5)과 같다.

평소에 노드는 주기 으로 자신이 유지하고 있던 Successor

에게 Ping 메시지를 보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죽었다면, 자신의 테이블에서 지운다.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 요청을 받았을 때, 노드는 받은 데

이터 요청 메시지를 Buffer에 넣어둔다. 이 때, 노드는 자신

의 Real 값 에 요청 받은 메시지의 키 값보다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찾는 Find_successor 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모든 요청에 해서 Find_successor를 보내게 되면, 요청이 

많을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리액티  Chord에

서는 이 에 요청했던 것과 같은 것을 요청해야 하면 

Find_successor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바로 Buffer에 넣는

다. 한번만 보내고 나 에 안 보내면 다시 업데이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청을 보내지 않는 수를 제한

한다. n개의 숫자를 제한하게 되면 그 요청에 해서 n번의 

요청이 오기  까지는 Find_successor 메시지를 한번만 보

내고, n번 요청 후에 다시 보내게 된다. 에서 보낸 Find_ 

successor는 나 에 Find_successor_reply를 받는다. 이 메

시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Finger table을 업데이트하고, 버

퍼에 넣어 두었던 데이터 요청 메시지를 다음 노드로 달

하게 된다. 달 받은 노드는 와 같은 과정을 반복 하게 

된다.

2.5 근 방식

2.5.1 기존 Chord의 문제

모바일 환경처럼 노드의 Join/Leave가 자주 발생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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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는, 데이터 요청 메시지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 하

기 해서, 자신의 테이블을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 한다. 이

를 해서는 Stabilization 주기를 빠르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 지만 그 주기가 빨라지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의 

노드가 처리해야 하는 메시지의 양은 지수 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6)(a)에서 x 축은 노드의 Join/Leave 정도( 당 빠

져나간 노드의 개수)이고, y 축은 그에 따른 메시지 성공률

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1 , 2 , 4 는 Stabilization 주기

를 나타낸다. (그림 6)(a)에서 노드 Join/Leave가 많은 환경 

일수록 요청 메시지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률을 높이기 해서 Stabilization 주기가 

빨라져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 0.3개의 노드의 

Join/Leave가 일어날 경우, Stabilization 주기가 1  인 경우

는 0.7(70%)의 성공률을 보여 주지만, 같은 경우에서 

Stabilization 주기가 2  인 경우는 0.59(59%)의 성공률을 

보여 다. 결국 노드의 빈번한 Join/Leave가 발생하는 모바

일 환경에서 요청 실패를 이기 해서는 Stabilization 주

기가 빨라져야 한다.

Stabilization 주기가 빨라지게 되면 하나의 노드가 당 

처리해야 하는 메시지의 개수는 크게 증가 하게 된다. (그림 

6)(b)는 Stabilization 주기에 따른 메시지 양의 변화를 보여

주는 그래 이다. x 축은 Stabilization 주기( )를 나타내고, 

y 축은 하나의 노드가 당 처리하는 메시지의 개수이다. 

그림을 보면 Stabilization 주기가 느려질수록(그래 에서 오

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의 노드가 처리하는 메시지의 양은 

어들지만, Stabilization의 주기가 빨라지게 되면 하나의 

노드가 처리해야 하는 메시지 양은 크게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5.2 리액티  Chord의 문제

기존 Chord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기 한 리액티  Chord가 제안이 되었지만, 그 역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 을 가진다. 하나는 요청 메시지

가 많아질 경우 트래픽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요청 응답 시

간의 문제이다.

(그림 7)(a)는 노드 수가 1,000개 일 경우 당 요청 메시

지 개수에 따라 처리하는 메시지 양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x축은 당 하나의 노드가 보내는 요청 메시지 개수를 나타

내고, y축은 노드 하나가 당 처리한 메시지 개수를 나타

낸다. 그림처럼 노드 하나가 당 요청한 메시지의 개수가 

0.9개를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Chord보다 노드 하나가 처리

하는 메시지 개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림 7)(b)는 1,000개의 노드가 있는 Chord 네트워크에서 

500개의 메시지 요청을 하 을 때, 각 메시지의 응답 시간

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에서 Con은 기존 코드를 나타내

고, RC는 리액티  Chord를 나타낸다. x 축은 요청 메시지

의 번호를 나타내고, y 축은 각 요청 메시지의 응답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리액티  Chord는 원래의 

Chord 보다 요청 메시지의 응답 시간과 표  편차가 굉장히 

크다. 수치 으로 기존 Chord는 평균 18.43ms 정도가 걸리

고 표  편차는 11.66ms인 반면에 Reactive Chord는 평균이 

289.41ms이고 표  편차는 213.92ms이다. 이 게 큰 요청에 

한 응답 지연 시간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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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본 연구의 근 방식

리액티  Chord 방식의 장 은, 모바일 환경의 P2P에서 

기존의 방식보다 Finger table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하는 

메시지의 양을 여서 체 P2P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유선 방식의 P2P에서는 하나의 노드

가 처리하는 메시지의 양이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되었지만, 모바일 환경이 되게 되면, 네트

워크를 유지하기 해서 발생시켜야 하는 메시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만 리액티  Chord는 데이터 요청

이 많아지게 되면,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기존의 Chord에 비

해 커진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리액티  

Chord의 한계 인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기존의 Chord 

방식과 리액티  Chord 방식이 상황(데이터 요청)에 맞춰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응 인 Chord 방식을 제안한다.

3. 응 인 Chord

3.1 체 구조

응 인 Chord는 기존의 Chord 방식과 리액티  Chord

의 알고리즘이 상황( 당 들어오는 메시지의 개수) 변하는 

방식(상황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게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제안한다. (그림 8)은 응 인 Chord의 체 인 

그림이다.

응 인 Chord는 당 요청메시지의 개수가 x 값 보다 

커지게 되면 기존의 Chord 알고리즘을 따르게 되고, 당 

요청메시지의 개수가 x 값 보다 작아지게 되면 리액티  

Chord 알고리즘을 따르게 되는 방식을 제안한다.

C onven tiona l C ho rd R eactive C ho rd

(R C V _PK T / sec )
>

C hange T hresho ld (x )
Y es N o

(그림 8) 응 인 Chord의 체 인 그림

3.2 임계값 선택 (Changing Threshold)

응 인 Chord는 재 상황에 맞춰 알고리즘이 변해야 

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의 Chord와 리액티  Chord는 

당 들어오는 요청 메시지의 개수에 따라서 그 성능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얼마만큼의 당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성능이 나빠지

는지를 알아보고, 그 임계 을 기 으로해서 기존의 Chord와 

리액티  Chord의 알고리즘을 바꾸도록 한다. Chord에서 발

생하는 트래픽양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총 메시지 개수 = Ping 메시지 개수(Ping) + Pong 메시

지 개수(Pong) + Stabilization 메시지 개수( 의 노드를 찾

는 것)(Stab) + Stabilization 응답 메시지 개수(Stab_reply) 

+ Find_successor 메시지 개수(Fs) + Find_successor_ Reply 

(Fs_reply) 메시지 개수 + 데이터 요청 메시지 개수(data) 

3.2.1 기존 Chord의 트래픽 발생량

기존 Chord의 트래픽은 크게 주기 으로 발생하는 메시

지와 데이터 요청 메시지 부분으로 나  수 있다.

기존 Chord의 트래픽양 

= 주기 인 메시지 + 데이터 요청 메시지(x)

Ping 메시지, Stabilization 메시지 그리고 Fs 메시지는 

Stabilization 주기마다 하나씩 발생 하게 된다. 그리고 pong 

메시지, Stabilization reply 그리고 Find_successor reply 메

시지는 그에 따른 응답으로 발생하게 된다. Ping 메시지  

Stabilization 메시지는 노드 하나를 상으로 하고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그에 해서 응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Stabilization 주기마다 하나의 메시지만 발생하게 된다. 그

지만 Fs 메시지는 상 노드로 달이 된 후에 달 받은 

노드가 악하여 그 메시지를 달하거나 응답을 하거나를 

선택하게 된다. 즉, Fs 메시지는 Fs메시지의 목 지 까지 

Fs 메시지를 계속 발생 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Fs 메시

지의 목 지는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노드가 된다. 하나의 

Fs메시지는 Fs 메시지의 평균 홉 수인 (log2N - 1)개의 메

시지를 발생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여기서 1을 뺀 이

유는 목 지(D)로 가기 이 의 노드(preD)는 최종 목 지 

노드(D)에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목 지 노드(D)가 아

닌 그 이 의 노드(preD)가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2 리액티  Chord의 트래픽 발생량

리액티  Chord는 Ping  Stabilization 메시지는 기존의 

Chord 방식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Stabilization 따라서 

변하게 된다. 그 지만 Fs 메시지는 요청 메시지의 개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발생양은 아래와 같다.

리액티  Chord의 트래픽양 

= 주기 인 메시지 + 데이터 요청 메시지(x)에 따른 Fs 

메시지  Fs reply 메시지 + 데이터 요청 메시지(x)

데이터 요청 메시지 역시 Chord 알고리즘에 따라서 라우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청 메시지는 log2N 의 홉 수를 가

지게 된다. 데이터 요청 메시지에 따른 Fs 메시지  Fs 

reply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리액티  Chord에서 요청 메시

지마다 라우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게 되면 트래픽이 크게 

커지기 때문에, 10개의 요청메시지 마다 라우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기 한 메시지(Fs)를 보내도록 하 다. 그 기 

때문에 체 메시지양은 1/10 으로 어든다. 한 향상된 

방식[12]에서 10 의 타임아웃이 되기 이 에 요청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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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de B
(그림 9) 시간에 따른 처리 메시지양 (1000node, 0.5sec)

들어 왔을 경우에는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지 않기 때문에 

리액티  Chord의 메시지양은 아래와 같다.

3.2.3 임계값 선택 (Changing Threshold)

“기존 Chord의 트래픽 양 = 리액티  Chord의 트래픽”이 

되는 x 값 이후로 x 값이 커지게 되면, 리액티  Chord는 

기존의 Chord에 비해서 트래픽양이 많아지게 되는 문제 이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평소에는 리액티  방식으로 

동작을 하다가 당 요청 개수가 x값을 넘어가게 되면 기존

의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경우 Stabilization 주기가 1  이고 네트워크의 총 노

드수가 1000개 일 경우, x 값은 18개 정도가 된다. 

Stabilization 주기가 1  이고 노드수가 2000개 일 경우는 x 

값은 16.5개 정도가 된다. 

x 값은 Stabilization 주기와 네트워크 체의 노드 수에 

의존하고 있다. 구  에서 Stabilization 주기는 로그

램상의 값을 이용하면 된다. N 값은 네트워크 체의 노드 

수이기 때문에 직 으로 하나의 노드가 알아내기는 힘들

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Finger Table을 기반으로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Finger Table의 노드의 수는 

log2N 개 정도의 노드를 알고 있게 된다. 즉, 수식에서의 

log2N 의 값은 Finger Table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노드의 

개수와 거의 같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의 수식은 구  

에서 Stabilization 주기와 Finger Table에 있는 노드의 개

수를 기반으로 구 이 될 수 있다. 

4. 실험  토론

4.1 실험 환경

실험은 버클리에서 나온 어 리 이션인 I3에서 Chord 

부분의 시뮬 이터를 통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14]. 실험에

서 사용한 총 메시지의 양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었다. 

실험에서 사용한 변수  값은 <표 1>와 같다.

총 메시지 개수 = Ping 메시지 개수 + Pong 메시지 개수 

+ Stabilization 메시지 개수( 의 노드를 찾는 것) + 

Stabilization 응답 메시지 개수 + Find_successor 메시지 개

수 + Find_successor_Reply 메시지 개수 + 데이터 요청 메

시지 개수 

변수 값

노드 수 1,000노드, 2,000노드, 4,000노드

Stabilization 주기 0.5 , 1 (Default주기)

메시지 요청 주기 Random 요청

<표 1> 실험에 사용된 변수  값

4.2 실험 결과

4.2.1 정량  비교

(그림 9)-(a),(b)는 총 노드수가 1000개이고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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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de B
(그림 10) 시간에 따른 처리 메시지양 (1000node, 1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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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de B
(그림 11) 시간에 따른 처리 메시지양 (2000node, 0.5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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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de B

(그림 12) 시간에 따른 처리 메시지양 (2000node, 0.5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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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de B
(그림 13) 시간에 따른 처리 메시지양 (4000node, 0.5sec)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N
um

be
r o

f p
ro

ce
ss

in
g 

m
es

sa
ge

Time

 Conventional Chord
 Reactive Chord
 Adaptive Chord

(a) Node A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0

20

40

60

80

100

120

140

N
um

be
r o

f p
ro

ce
ss

in
g 

m
es

sa
ge

Time

 Conventional Chord
 Reactive Chord
 Adaptive Chord

(b) Node B

(그림 14) 시간에 따른 처리 메시지양 (4000node, 1sec)

주기가 0.5  일 경우, 체 노드 에서 두 개의 노드를 뽑

아서 시간에 따른 각각 알고리즘의 메시지 처리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10)-(a),(b)는 총 노드수가 1000개 

이고 Stabilization 주기가 1 일 경우를 보여 다. 리액티  

Chord방식은 평상시에는 처리하는 메시지 양이 지만, 요

청메시지의 개수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서 그 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지만 

기존의 Chord 방식은 평상시에 처리해야 하는 메시지의 양

이 리액티  코드에 비해서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응 인 Chord 방식은 평상시에는 리액티  Chord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 처리양이 리액티  Chord와 비슷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요청 메시지의 양이 많은 경우 

기존의 Chord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리액티

 코드에 비해 메시지 양이 어들고 기존의 Chord 방식의 

메시지 처리량과 비슷하게 된다. 한, Stabilization 주기가 

빨라질 경우 에는 이 의 Chord 방식이 리액티  Chord나, 

응 인 Chord에 비해서 메시지 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와 (그림 10)을 비교]. (그림 11)과 (그림 12)는 

노드 수가 2000개이고 각각 Stabilization 주기가 0.5 , 1 를 

나타내며, (그림 13)과 (그림 14)는 노드 수가 4000개 이고 

각각 Stabilization 주기가 0.5 , 1  인 경우를 보여 다.

4.2.2 평균  표  편차

<표 2>는 총 노드수가 1000개이고 Stabilization 주기가 

0.5 , 1 일 경우, 체 노드  2개 노드의 이  Chord, 리

액티  Chord, 응 인 Chord의 평균  표 편차를 수치

로 나타낸 표이다. 체 으로 보았을 경우 이 의 Chord 

방식의 평균값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2>에서 

Stabilization 주기가 1 일 경우 Node B의 경우에는 리액티

 Chord가 처리 메시지 양이 높지만 이 상황은 네트워크에 

요청 메시지의 양이 많아졌을 경우에 이런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안된 방식은 응 인 Chor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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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ation Period : 0.5 sec

Average 41 .59 28 .26 28 .17 29.17 27.40 25.94

Standard
Deviation 22 .98 20 .26 20 .83 20.17 20.15 19.28

NODE A NODE B

Conventional
Chord

Reactive
Chord

Adaptive
Chord

1000
NODE Conventional

Chord
Reactive

Chord
Adaptive

Chord

Average 31 .06 29 .46 23 .39 23.44 26.47 22.34

Standard
Deviation 23 .11 20 .55 20 .52 22.45 18.56 19.65

Stabilization Period : 1 sec

<표 2> 당 처리 메시지 양의 평균  표 편차 (1000 노드)

Stabilization Period : 0.5 sec

Average 34.14 26 .80 26 .33 30.10 23 .57 23 .49

Standard
Deviation 24.15 19 .94 19 .53 20.30 18 .95 19 .04

NODE A NODE B

Conventional
Chord

Reactive
Chord

Adaptive
Chord

2000
NODE Conventional

Chord
Reactive

Chord
Adaptive

Chord

Average 27.36 21 .48 20 .91 24.01 23 .01 21 .50

Standard
Deviation 23.58 20 .76 21 .83 24.58 20 .91 19 .83

Stabilization Period : 1 sec

<표 3> 당 처리 메시지 양의 평균  표 편차 (2000 노드)

Stabilization Period : 0.5 sec

Average 36.00 25 .60 25 .60 29.62 24 .38 24 .68

Standard
Deviation 22.99 18 .52 18 .82 19.61 19 .16 19 .03

NODE A NODE B

Conventional
Chord

Reactive
Chord

Adaptive
Chord

4000
NODE Conventional

Chord
Reactive

Chord
Adaptive

Chord

Average 27.25 21 .04 21 .21 23.82 21 .03 19 .78

Standard
Deviation 24.73 20 .55 20 .54 24.32 19 .84 19 .76

Stabilization Period : 1 sec

<표 4> 당 처리 메시지 양의 평균  표 편차 (4000 노드)

보게 되면 체 으로 낮은 메시지 처리량을 보이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리액티  Chord가 처리 메시지 양이 은 것

을 볼 수 있는데, 그 때의 응 인 Chord의 메시지 처리량

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네트워크에서의 메시지 요청 수가 Changing Threshold 

값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변하지 않고 그 로 

리액티  Chord로 계속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표 3, 4>는 네트워크의 노드수가 각각 2000, 4000개 일 

경우의 표이다.

4.2.3 임계값

<표 5>는 Stabilization 주기와 노드 수에 따른 임계값을 

나타낸다. 표를 보면 Stabilization 주기가 클수록 임계값이 

높게 설정되고, 노드수가 클수록 임계값이 낮게 설정됨을 

알 수 있다.

1000 node
(9.9658)

2000 node
(10.9658)

4000node
(11.9658)

0.5

1

                Node
                (Log2N)
Stabilization
Period (sec)

36.36 33.33 30.77

18.18 16.67 15.38

<표 5> Stabilization 주기와 노드 수에 따른 임계값

4.3 토론

리액티  Chord 방식의 장 은, 모바일 환경의 P2P에서 

기존의 방식보다 Finger table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하는 

메시지의 양을 여서 체 P2P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DHT 방식의 P2P에서는 하나의 노드

가 처리하는 메시지의 양이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되었지만, 모바일 환경이 되게 되면, 네

트워크를 유지하기 해서 발생시켜야 하는 메시지가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만 리액티  Chord는 근본 인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네트워크 상

황에 해서 기존의 Chord 방식보다 성능이 나빠질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증가 할 수 있는 요청에 해서 

기존Chord 방식보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황에 맞

춰 변할 수 있는 응 인 Chord를 제안하 다. 이 방식은 

평소에는 리액티  Chord를 사용하다가 당 요청 개수가 

임계값을 넘어서게 되면 기존의 Chord방식을 사용하는 방식

이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는 기존의 방식과 같다는 단

이 있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기존의 방식보다 은 트래픽

을 가지게 됨으로써 기존 방식 보다 노드의 트래픽 처리에 

따른 부하를 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DHT를 해 제안된 Chord의 문제   

이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안 되었던 리액티  Chord

의 문제 을 지 하고, 이를 개선한 응 인 Chord를 제안

하 다. 리액티  Chord는 평상시의 기존 Chord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문제에 해서 해결하 지만,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갑작스런 요청 메시지 증가에 

따른 트래픽 증가의 문제가 있었다. 

응 인 Chord는 재 자신에게 들어오는 요청 메시지

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리액티  Chord를 사용할 

것인지, 기존의 Chord방식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변화를 한 임계값은 수식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그 값을 

통하여 구 을 하 다. 이를 통해 갑작스럽게 메시지가 많

아졌을 경우 리액티  Chord에서의 문제 던 요청 메시지 

증가에 따른 트래픽 증가 문제를 해소 하 다. 제안된 방식

은 실험을 통하여 당 요청 개수가 많아졌을 경우 리액티  

Chord에서 기존의 Chord로 변하는 것을 확인 하 고 체

인 네트워크의 트래픽양이 어들게 되었음을 확인 하 다.

향후 연구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 인 Chord

가 제 로 동작하기 해서는 정확한 Changing Threshold 

값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Changing Threshold 

값을 알아내기 하여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킷들

을 략 으로 계산하여 만들었다. 이 값을 좀 더 명확히 

하면, 제안된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제안된 Changing Threshold 값에 네트워크 체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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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수식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

다. 그 지만 네트워크의 체 노드 수를 알아내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Finger Table을 이용하여 

간 으로 네트워크의 노드수를 악하 지만, 좀 더 정확

한 네트워크 노드 수 단 방법이 있다면, 정확한 Changing 

Threshold 값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임계값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라미터 추정 등의 오차가 발생하 을 

경우 어떻게 처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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