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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P2P 환경에서 피어의 콘텐츠와 이동성을 고려한 데이터 송을 이용한 피어 색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콘텐츠 검색을 한 데이터 송 비용  검색 정확성과 탐색 비용을 

보장하기 해 인덱스 테이블, 버디 테이블, 라우  테이블로 구성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이동 피어는 

수신 신호 변화 함수를 통해 이웃 피어를 인식하고 타임스탬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 송 비용을 감소시

킨다. 송된 데이터는 시간과 심항목 가 치를 고려한 피어 색인 구조에 장되어 검색 정확도를 향상

시키고 탐색 비용을 감소시킨다. 

 
■ 중심어 :∣피어 색인∣타임스탬프 메시지∣인덱스 테이블∣버디 테이블∣라우팅 테이블∣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eer indexing scheme using data dissemination considering 

content and mobility. The proposed scheme consists of an index table, a buddy table, a routing 

table to support the cost of data dissemination, the search accuracy and cost. In this proposed 

scheme, a neighbor peer is recognized through a signal function and the cost of data 

dissemination is reduced by timestamp message. The transmitted messages are stored in the 

index structure considering timestamp and weight of interests which improves search accuracy 

and reduces the cost of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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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바일 폰, PDA와 같은 모바일 장치에 한 제조 기

술과 이동 통신의 발 에 따라 이동 서비스 기술이 부

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자율 으로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는 단말들에게 기능을 분산하는 이동 

P2P(mobile P2P) 네트워크에 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이동 P2P 환경에서 피어는 이동성, 제한된 

송 역과 역폭, 밧데리 수명 등과 같은 자원 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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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을 가지고 있다[1-4]. 특히, 이동 피어는 제한된 

송 역에 의해 멀티 홉 통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

이터 송 비용을 상승시킨다[5][6]. 일반 으로 P2P 통

신은 IEEE 802.1, Bluetooth, UWB(Ultra Wide Band)

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의 로드캐스 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 패킷 수신에 의한 로드캐스트 스톰

(broadcast storm)의 단 이 있다[6][7]. POI(Person Of 

Interest close by), 실시간 고, 교통정보, 차- -차 날

씨 정보 교환, 음악, 비디오, 클립이미지 송 등은 이동 

P2P의 응용 사례이다[2-5].

피어의 자원 제약 조건을 극복하여 P2P 응용을 지원

하기 한 데이터 송(data dissemination)  라우

(routing)을 통한 색인 기법들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5][6][8][9]. 이동 P2P 환경에서의 콘텐츠 검색

은 Reactive 기법과 Proactive 기법으로 구분된다[10]. 

Reactive 기법은 사 에 색인을 구축하지 않고 데이터 

요청이 있는 경우 메시지 러딩(message flooding)을 

수행하여 데이터 송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탐색 성능

이 하되는 문제 이 있다. Proactive 기법은 피어 데

이터를 이웃 피어로 송하여 색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탐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데이터 송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 이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한 데이터 송을 이용한 색인 기법에 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1-4].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피

어의 피어 이동성에 의한 상태 정보 갱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송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 이 있

다. 한, 피어의 자원 제약을 극복하기 해 질의 가

치를 고려하여 선택 인 데이터 송을 통해 색인을 구

축한다. 따라서 실제 콘텐츠를 송 받을 때 통신이 불

가능하여 콘텐츠를 완 하게 송 받을 수 없어 검색 

정확도를 하시킨다. 한 이웃 피어를 탐색할 경우 

탐색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 이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피어의 콘텐츠와 이동성을 고려한 데

이터 송을 이용한 피어 색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데이터 송 비용  검색 정확도, 탐색 비용을 

보장하기 해 인덱스 테이블, 버디 테이블, 라우  테

이블로 구성한다. 피어 색인을 구축하기 해 피어는 

수신 신호 변화 함수( )를 통해 이웃 피어를 인식

하고 타임스탬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 송을 수행한

다. 타임스탬  메시지는 피어 이동성에 한 상태 정

보 갱신을 나타내어 데이터 송 비용을 감소시킨다. 

인덱스 테이블은 피어의 상태 정보 갱신을 나타내는 타

임스탬  메시지의 근간이 된다. 버디 테이블은 송된 

데이터를 시간과 심항목 가 치를 고려해 장하여 

콘텐츠 검색을 지원하고 이웃 피어로 데이터 송을 

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라우  테이블은 이웃 피어의 

통신 상태를 장하여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탐색 

비용을 감소시킨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피어 색인 

에 한 기존 연구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기존 연

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제안 기법을 기술한다. 4

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해 제안하

는 피어 색인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마지막 5장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이동 P2P 환경에서 데이터 송을 통해 피어 색인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피어의 

자원 제약과 이동성을 극복하기 해 가 치를 고려한 

선택 인 데이터 송을 수행한다. 

Z. Chen은 시․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복 데이터 

송을 제거하고 인기도를 고려한 실시간 고 송을 

한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하 다[1]. 첫 번째 모델에서는 

속도와 시간을 고려해 고 송을 한  반경을 

계산한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피어 캐시를 비교하거나 

방향을 고려한다. 이때, 데이터 송 피어와의 송 시

간을 고려하지 않아 복 데이터 송을 완 하게 제거

할 수 없다.  

Y. Luo는 러딩 기법을 이용해 주변 자원 탐색하기 

한 폴링(polling)과 푸슁(pushing) 기법을 제안하 다

[2]. 폴링은 탐색을 해 자원 경로 탐색을 수행하고 이

를 송된 라우  정보를 이용한다. 푸슁은 탐색을 

해 데이터  토 로지를 이용한다. 이러한 기법은 

네트워크 토 로지가 동 이거나 단 될 경우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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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된다. 따라서 새로운 이웃 피어를 인식하거나 이웃 

피어로부터 질의가 송되었을 때 데이터를 송한다. 

이를 해 력, 역폭, 메모리, 질의 가 치를 고려한 

Store-and-forward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O. Wolfson는 데이터 송을 해 에 지, 역폭, 

장 공간과 같은 피어의 자원 제약을 동시에 고려하고 

인기도(hotness)에 한 질의 가 치를 고려하 다[3]. 

인기도는 네트워크 내에서 질의에 한 응답의 확률을 

의미하고 질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평가된다. 한 인

기도를 송하기 해 역폭과 에 지를 고려해 라우

 피어를 선출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T. Repaints는 지능 인 경로 탐색을 한 응  콘

텐츠 라우 과 콘텐츠 송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4]. 

응  콘텐츠 라우 은 피어간의 효율 인 경로 탐색 

질의를 해 이웃 노드 ID와 원격노드 ID를 Bloom 

filter로 구축한다. 질의에 한 응답이 지역 필터에 존

재하지 않을 경우 질의를 원격 필터 내의 임의의 이웃

피어로 달한다. 이웃 피어로부터 송된 콘텐츠 개요

를 다른 이웃피어로 송하기 해 역폭과 장 공간

을 고려한 송 기법을 이용한다. IL(Immediate Local) 

기법은 1홉 내의 모든 피어에게 콘텐츠를 하고 

AL(Adaptive Local) 기법은 선택된 이웃 피어와 원격 

피어에게 한다. 한 ALR(Adaptive Local 

Remote)기법은 선택된 이웃 피어와 모든 원격 피어에

게 콘텐츠를 송한다.

[그림 1]은 기존에 제안된 질의 가 치를 고려한 피

어 색인 기법을 나타낸다. [그림 1]의 (a)에서 피어 

는 치  에서 이웃 피어   로 데이터 송을 

해 질의 와 질의 가 치가 높은 심항목  을 

송한다. 피어 로부터  을 수신한  은 질의 

가 치를 고려하여  을 장한다. 이후 (b)에서 피

어 은 치 ′ ′에서 다시 질의 과  을 
  로 송한다. 이때, 은 로 복된 을 송

하고 질의 가 치를 고려하여 인기도가 높은 심항목

에 해 데이터 송을 수행한다. (c)에서 피어 는 

치 (x'', y'')에서 이웃 피어   에 한 색인을 통해 

콘텐츠 를 송할 피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이웃 

피어에 한 통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콘텐츠를 

완 하게 송 받을 수 없다. 한   가 이웃 피어를 

탐색할 경우 불필요한 탐색 메시지를 모든 이웃 피어로 

송한다.

그림 1. 기존의 피어 색인 기법

기존에 제안된 기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피어 이동성에 의한 상태 정보 갱신을 고려하지 않

아 복 데이터 송에 의한 데이터 송 비용 상승

•색인 구조에 상태 정보 갱신, 콘텐츠와 이동성, 이

웃 피어 통신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아 검색 

정확도 감소  탐색 비용 상승

•질의 가 치를 고려한 데이터 송에 따른 제한된 

검색 

기존 연구에서는 피어 이동성에 의한 상태 정보 갱신

을 고려하지 않아 복 데이터에 의해 데이터 송 비

용을 상승시킨다. 한 질의 가 치를 고려한 색인 구

조는 검색 정확도와 탐색 비용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송 비용  검색 정확도와 

탐색 비용을 보장하기 한 데이터 송 기법과 색인 

구조를 제안한다. 데이터 송 기법은 피어 이동성에 

따른 상태 정보 갱신을 고려한 타임스탬  메시지를 이

용하여 데이터 송 비용을 감소시킨다. 색인 구조는 

상태 정보 갱신, 콘텐츠와 이동성, 이웃 피어의 통신 상

태를 고려하기 해 인덱스 테이블, 버디 테이블, 라우



이동 P2P 환경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이용한 피어 색인 기법 29

 테이블로 구성되어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탐색 

비용을 감소시킨다.

III. 제안 기법

1. 자료 구조
이동 P2P 환경에서 피어 이동성에 의해 심항목과 

통신 가능한 이웃 피어의 변경은 피어의 상태 정보를 

갱신한다. 이러한 상태 정보 갱신을 고려하지 않는 경

우 데이터 송 비용을 상승시키고 검색 정확도와 탐색 

비용을 보장할 수 없다. 제안하는 피어 색인 구조는 인

덱스 테이블, 버디 테이블, 라우  테이블로 구성되어 

상태 정보 갱신을 고려하고 검색 정확도와 탐색 비용을 

보장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피어 색인 구조를 나타

낸다. 이때, 은 각 테이블에 장되는 색인 엔트리의 

최소 개수이다.

그림 2. 제안하는 피어 지역 색인 구조

피어 이동성에 의해 이웃 피어와 데이터 송을 수행 

하는 경우 복 데이터를 송한다. 복 데이터 송

은 데이터 송 비용을 상승시킨다. 인덱스 테이블은 

피어 이동성에 의한 상태 정보 갱신을 나타내어 데이터 

송 여부를 확인하는 타임스탬  메시지의 근간이 된

다. 제안 기법에서는 타임스탬  메시지를 통해 복 

데이터 송을 제거하여 데이터 송 비용을 감소시킨

다. [그림 3]은 타임스탬  메시지 구조를 나타낸다. 타

임스탬 ()는 피어의 상태 정보를 내타내어 

데이터 송 여부를 결정한다. 심항목 가 치()는 

피어의 심항목  우선순 가 높은 항목에 한 가

치이다.  

  

그림 3. 타임스탬프 메시지 구조

심항목 가 치는 서비스 는 사용자의 심 항목 

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를 들어, 피어의 심항목이 

POI 서비스인 경우에는 치에 한 가 치가 높고, 이

동성을 고려한 일 송 서비스인 경우에는 치와 방

향에 한 가 치가 높다. 한 채  서비스인 경우에

는 콘텐츠와 치에 한 가 치가 높다.  

타임스탬  메시지를 통해 송된 메시지는 버디 테

이블에 시간과 심항목 가 치를 고려하여 장한다. 

[그림 4]는 제안기법의 버디 테이블 구조를 나타낸다. 

  BuddyTable (

             ,              

              ,    
            
  );

그림 4. 버디 테이블 구조 

버디 테이블 구조의 심항목 가 치()는 콘텐츠, 

치, 방향에 해 식(1)과 같이 3개의 합이 1이 되도록 

구성된다. 

                      (식 1)

피어가 피어 색인을 통해 이웃 피어로부터 콘텐츠를 

송 받는 경우 피어 이동성에 의해 콘텐츠를 완 하게 

송 받을 수 없다. 한 피어 색인을 통해 탐색 결과가 

없는 경우 이웃 피어의 통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불

필요한 탐색 메시지 송은 탐색 비용을 상승시킨다. 

라우  테이블은 이웃 피어의 통신 상태를 장하여 완

한 콘텐츠 송을 보장하고 선택 인 탐색 메시지를 

통해 탐색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림 5]는 제안기법의 

라우  테이블 구조를 나타낸다. 타임스탬

()는 통신 시간을 나타내고 통신 상태

( )는 이웃 피어에 한 통신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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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ingTable (

          ,          

           , 
                  

    );

그림 5. 라우팅테이블 구조

2. 통신 기법
제안하는 기법에서 이동 피어는 수신 신호 변화 함수

( )를 이용해 통신 가능한 이웃 피어를 인식한다. 

식(2)에서  와  은 시간 변화에 따른 수

신 신호 세기를 나타낸다[12]. 가 낮아지면 이웃 피

어는 멀리 이동하고, 반 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다. 이

를 통해 이웃 피어의 통신 상태를 감지하여 피어 이동

성을 고려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수신 신호 변화 

함수의 값이 증가하면 이웃 피어가 1홉에 통신 가능한 

상태이고 감소하면 통신 불가능 상태를 나타낸다.

                       (식 2)

제안하는 피어 색인을 한 통신 기법은 6단계로 구

성된다. [그림 6]은 피어 색인을 한 통신 기법을 나타

낸다. 첫 번째, 이웃 피어 통신 상태를 라우  테이블에 

장한다. 이때, 이웃 피어의 통신 상태는 수신 신호 변

화 함수를 이용한다. 두 번째, 타임스탬  메시지 송

을 통해 이웃 피어와 데이터 송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라우  테이블의 타임스탬 를 통해 통신 이력을 

확인한다. 세 번째, 데이터 송  버디 테이블 장에

서 시간과 심항목 가 치를 고려한 송  장을 

수행한다. 네 번째, 상태 정보 갱신은 송된 데이터를 

버디 테이블에 장하거나 심항목이 갱신되는 경우 

인덱스 테이블의 상태 정보를 갱신한다. 다섯 번째, 피

어 색인을 통해 콘텐츠를 검색한다. 여섯 번째, 피어 색

인을 통해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이웃 피어로 탐색 메

시지를 송한다. 

그림 6. 피어 색인을 위한 통신 기법

3. 피어 색인 구축
피어는 이웃 피어의 이동성을 고려하기 해 이웃 피

어의 통신 상태를 라우  테이블에 장한다. [그림 7]

은 이웃 피어의 통신 상태를 라우  테이블 장에 

장하는 를 나타낸다. [그림 7]에서 (a)는 시간 에 

와 이 1홉에 통신 가능한 이고 (b)는 통신 불가능

한 를 나타낸다.

그림 7. 라우팅 테이블 저장

피어가 이웃 피어와 데이터 송을 수행하는 하는 경

우 타임스탬  메시지의 시간과 심항목 가 치를 고

려하여 송된 데이터를 버디 테이블에 장한다. [그

림 8]의 (a)에서 피어 은 로 타임스탬  메시지를 

송한다. (b)에서 는 의 타임스탬  메시지의 시

간과 심항목 가 치보다 크거나 일치하는  에 

한 데이터를 으로 송한다. (c)에서 피어 는 

송된 데이터를 자신의 버디 테이블에 장하고 인덱스 

테이블의 상태 정보를 에서 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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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선택적인 데이터 전송

제안 기법에서 시간과 심항목을 고려한 선택 인 

데이터 송은 식 (3)과 같이 표 한다. 식 (3)에서 

 은 데이터 송을 해 선택된 데이터를 나타내고 

는 시간을 나타낸다. 한 는 심항목 

가 치를 나타낸다.     

  
  



  

(식 3)

4. 검색 기법
제안하는 피어 색인의 검색 기법은 콘텐츠  이동성

을 동시에 고려한다. 제안하는 검색 기법은 피어 색인

을 통해 검색하는 경우와 이웃 피어를 통해 검색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피어가 피어 색인의 버디 테이블을 

통해 콘텐츠를 검색하고 콘텐츠 송을 요청할 경우 

송 피어의 통신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제안하는 피어 

색인은 버디 테이블에 심항목을 장하고 라우  테

이블에 이웃 피어의 통신 상태를 장한다. 따라서 콘

텐츠 송을 해 라우  테이블의 통신 상태를 이용해 

최 의 송 피어를 선택한다. [그림 9]는 피어 색인을 

통해 콘텐츠를 완 하게 송 받는 이다. [그림 9]의 

(a)에서 피어 은 버디 테이블을 통해  을 검색한

다. (b)에서 라우  테이블을 통해 통신 상태가 1인 

을 검색한다. (c)에서 은 로 콘텐츠 송 요청을 

하고 (d)에서 은 를 통해 콘텐츠를 완 하게 송 

받는다. 

그림 9. 선택적인 콘텐츠 전송 요청

피어 색인의 버디 테이블에서 탐색 결과가 없는 경우 

이웃 피어 탐색을 수행한다. 이때, 이웃 피어로의 송

하는 불필요한 탐색 메시지는 탐색 비용을 상승시킨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라우  테이블의 통신 상태를 이

용하여 불필요한 탐색 메시지 송을 제거하여 탐색 비

용을 감소시킨다. [그림 10]은 라우  테이블을 이용하

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10]의 

(a)는 질의 피어 가 통신 가능한 모든 이웃 피어 

  로 탐색 메시지를 송하는 이다. 이때, 이

웃 피어의 이동성에 의해 불필요한 탐색 비용이 발생한

다. (b)에서 질의 피어 는 이웃 피어로 탐색 메시지를 

송할 때 라우  테이블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여 

 로 선택 인 탐색 메시지를 송하는 이다. 이

때, 이웃 피어에 한 통신 상태를 이용한 선택 인 탐

색 메시지 송에 의해 불필요한 탐색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10. 선택적인 탐색 메시지 전송 

IV. 실험 평가

1. 실험 환경
제안하는 피어 색인 기법의 타임스탬  메시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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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데이터 송 기법과 색인 구조의 우수성을 입증하

기 해 실험 평가를 수행한다. 실험 평가를 해 

MOBI-DIK[2]과 데이터 송 비용, 검색 정확도, 탐색 

비용에 해 비교 평가한다. MOBI-DIK은 피어의 상태 

정보 갱신을 고려하지 않고 질의 가 치를 고려한 데이

터 송을 통해  피어 색인을 구축한다. 실험 평가는 두 

가지 분류로 수행한다. 첫째, 피어 개수를 고정하여 수

행하고 둘째, 피어 개수를 동 으로 변경하여 수행한다. 

[표 1]은 실험 평가 환경을 나타낸다.

구분 사양

운영체제 N4000/HP-UX 11.11
CPU 4개
메모리 16GB
자바버전 1.4.2.04

표 1. 실험 평가 환경

실험 데이터는 OLDENBUG 데이터를 이용해 

Brink-Hoff 이동 객체 네트워크 생성기[13]을 통해 생

성한다. 생성된 실험 데이터에 피어 이동성에 한 상

태 정보 갱신을 고려하기 해 콘텐츠, 치, 방향과 이

에 한 심항목 가 치를 추가한다. 정확한 평가를 

해 20여회 수행한 평균 비용을 평가하 다. [표 2]는 

실험 평가를 한 실험 데이터를 나타낸다.

시간 피어 통신 피어 상태 변경 피어 콘텐츠개수

0~20
200 42~159 3~91 3,417
300 43~240 7~183 4,990
500 41~390 20~325 8,127

표 2. 실험 데이터

2. 데이터 전송 비용
제안하는 피어 색인 기법의 타임스탬  메시지를 이

용한 데이터 송 기법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해 데이

터 송 비용을 평가한다. 데이터 송 비용은 피어 이

동성에 의해 이웃 피어와 수행한 데이터 송 횟수를 

의미한다. [그림 11]은 데이터 송 비용에 한 평가 

결과이다. 평가 결과 제안 기법의 타임스탬  메시지는 

데이터 송 여부를 단하여 선택 인 데이터 송을 

수행하여 데이터 송 비용이 감소한다.

그림 11. 데이터 전송 비용

3. 검색 정확도 및 탐색 비용
제안하는 피어 색인 구조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해 

검색 정확도와 탐색 비용을 평가한다. 검색 정확도는 

피어가 콘텐츠를 송 피어로부터 완 하게 송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12]는 검색 정확도에 한 평가 

결과이다. 평가 결과 피어는 버디 테이블을 통해 검색

을 수행하고 라우  테이블을 통해 통신 상태가 우수한 

피어로부터 콘텐츠를 송 받아 검색 정확도가 우수하다. 

그림 12. 검색 정확도

탐색 비용은 피어 색인의 버디 테이블을 통해 탐색 

결과가 없는 경우 이웃 피어로 달하는 탐색 메시지 

송 횟수를 의미한다. [그림 13]은 탐색 비용에 한 

평가결과이다. 평가 결과 제안 기법에서는 이웃 피어로 

탐색 메시지를 송할 경우 라우  테이블의 통신 상태

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탐색 메시지 송을 제한하여 탐

색 비용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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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탐색 비용
 

4. 동적 환경에서의 데이터 전송 및 탐색 비용
피어 개수 고정 환경에서의 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해 동 인 환경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동 인 환경은 

피어 개수를 20%, 30%, 50%로 변경하여 데이터 송 

 탐색 비용을 평가한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동  

환경에서의 데이터 송  탐색 비용에 한 평가 결

과이다. 평가 결과 피어 개수를 고정한 평가 결과와 유

사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피어 색인 기법의 타임스탬  

메시지를 이용한 데이터 송, 색인 구조를 통해 데이

터 송 비용을 감소시키고 탐색 비용이 월등히 우수함

을 증명하 다.  

그림 14. 데이터 전송 비용

그림 15. 탐색 비용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P2P 환경에서 타임스탬  메시

지를 통해 피어의 상태 정보 갱신을 고려한 피어 색인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타임스탬  메시

지를 통해 데이터 송 비용을 감소시킨다. 한, 피어

의 시간, 콘텐츠와 이동성, 심항목, 이웃 피어 통신 상

태를 고려하여 색인을 구성한다. 따라서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탐색 비용을 감소시킨다. 실험평가를 통해 

제안 기법이 데이터 송 비용, 검색 정확도, 탐색 비용

이 우수함을 입증하 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계층 인 

이동 P2P 구조에 제안하는 기법을 용하기 한 연구

와 응용 서비스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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