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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JXTA는 중앙서버를 통한 관리가 필요 없으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장치든 다른 장치들과의 통신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을 이용하면 이기종 P2P 시스템들 간의 통신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로 상이한 프로토콜과 API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P2P 시스템 간의 상호연동이 가능한 데

이터 교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ABSTRACT

JXTA does not need to be managed by the central server, and has the property that can communicate with any device 
that is connected to the network. Thus, JXTA can be applied to the communication between heterogeneous P2P 
systems. This paper deals with the design of a data exchange system utilizing the JXTA’s foregoing property, which is 
able to connect P2P systems with different protocols and A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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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은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 혹은 컴퓨터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접근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발전되었다. 초기의 인터넷은 단말기를 통해 데이

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수의 컴퓨터들로 구

성된 규모가 크지 않은 네트워크였다. 하지만 점차적으

로 이 개념은 무한한 영역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네트워

크 개념으로 발전했다. 기존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들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기초하여 다수의 클라이언

트가 서버에 집중하는 구조로 구성된 것이 많다. 이에 

P2P(Peer to Peer) 기술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집중

구조를 보완 및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새롭게 조명 받

고 있다[1].
초고속 네트워크에 연동된 고성능 컴퓨터 자원들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리드 컴퓨팅 기술은 네

트워크를 통한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자원의 공유를 통해 분산된 자원들의 통합을 가능하

게 한다.
현재 P2P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를 이용한 응용분야들도 속속 발표되어지고 있다. 이
러한 시점에 SUN사에서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 

컴퓨팅 플랫폼으로 현대의 분산 컴퓨팅, 특히 P2P 컴
퓨팅이나 네트워킹이라는 영역에서 폭넓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JXTA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

다[2,3].
현실적으로 여러 다양한 P2P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것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표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의 P2P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두 통합하여 이기종 P2P 프로토콜

간의 특이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지금의 거대한 인터넷 

연결망이 구성되는 것과 유사한 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각 P2P 시스템들은 각자의 프로토콜과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기 때문

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이한 P2P 시스템들이 상존하는 상황

에서 이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JXTA를 

이용하고, 시스템 상호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메시지

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이용한다[4-6].

이에 본 논문에서는 JXT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기

종 P2P 시스템 간에 데이터 교환을 위한 Gateway 시스

템의 설계에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

서는 설계된 시스템의 구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2.1. P2P 서비스

P2P 기술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집중구조를 보

완 및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분산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P2P 서비스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서버의 사

용유무에 따라 중앙집중식 P2P와 분산 P2P로 구분된다

[2]. 중앙집중식 P2P는 서버를 활용하여 피어(peer)들 

간의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는 방식

이며, 피어들의 모든 정보(파일, URL 등)를 중앙서버에

서 저장 및 관리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안정적인 분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버에서 처리

할 수 있는 피어의 수가 제한되며, 피어의 수가 많아질

수록 서버에서의 인덱스 크기가 급증하게 되어 분산 서

비스를 저해하게 된다. 

그림 1. C/S 모델과 P2P모델 데이터 흐름

Fig. 1 Data flow of C/S model and P2P model

중앙집중식 P2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모델이 서버 없이 피어 자신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산 P2P이며, 피어들을 논리적

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비구조적 P2P와 구조적 

P2P 방식으로 구분되어진다. 비구조적 P2P 방식은 집

중화된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 대등한 처리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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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가진 피어들 간에 직접 정보교환을 지원하는 방

식이며, 대표적인 모델로는 그누텔라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구조적 P2P는 분산 해쉬 함수 등을 이용하여 피어들

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응용 계층 관점의 오버레이 

네트워크 등의 기반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구조적 P2P 모델로는 

Chord를 들 수 있다[7-9].

2.2. JXTA 기술

JXTA 기술은 연결된 피어들끼리 상대를 쉽게 찾아 

서로 통신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에 참가하면서 서

로 다른 P2P 시스템과 커뮤니티를 통해 중단 없이 서로

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P2P 
네트워킹 역역에서 폭넓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SUN에서 개발한 P2P 기반의 표준플랫폼

이다. 
P2P를 비롯한 분산 컴퓨팅의 각종 개념을 시험하면

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P2P 애플리케이

션을 위한 인프라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P2P 네트워킹에서 피어간의 탐색, 자원에 대한 광고, 피
어간의 통신, 피어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서로 간의 협

업에 관련된 일련의 P2P 플랫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방식의 프로토

콜 및 자바를 사용하고 있어 구현 언어에 독립적이므로, 
어떤 운영체제 환경하의 피어들도 JXTA 플랫폼을 통

해서 통신이 가능하다[10,11].
JXTA 플랫폼은 그림 2와 같이 시스템 스택을 3계층

으로 나눈다. 기본적인 수행에 필요한 피어 설정과 통

신기능의 core layer, 특정한 기능이 정의되어 있는 서비

스 layer, 메일링이나 경매 스토로지 시스템과 같은 

application layer의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12].

2.3. XML, XML Schema

XML에서의 스키마란 문법, 구조 어휘, 데이터 유형 

등 마크업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을 의미한다. 
XML DTD(Document Type Definition)도 광의의 스키

마로서 XM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구성 요소로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태그를 생성

하는 요소, 속성, 개체가 있다.

그림 2. JXTA 플랫폼 구조

Fig. 2 Data JXTA Platform Architecture

그러나 XML DTD는 스키마로서 여러 가지 부족

한 점이 있다. 먼저 DTD는 단순한 EBNF(Extended 
Backus-Naur Form) 형태의 문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XML 문서 사례에서 사용되는 문법과는 다르다. 따라

서 개발자들은 2종류의 다른 파서를 사용해서 개발해야 

한다. 또한 DTD의 표현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응용에 

따라서 필요한 보다 많은 정보의 표현이 불가능하다

[13,14].
바람직한 XML 스키마는 XML 문서의 스키마를 

XML로 기술하여 XML 문서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

게 함으로서 DTD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스키마를 관리하기 위하여 DTD 파서와 같

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치 않고 스키마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스키마를 용이

하게 확장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름공간지원으로 복

수의 문서에 의한 스키마 작성이 가능하다. 다양한 데

이터 유형을 지원하며 검증이 가능하고 데이터 유형 확

장 및 제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재사용 할 수 

있으며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차등 요소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W3C가 중심이 되어 적절한 스키마를 개발하

고 있으며 현재 개발되었거나 진행 중인 주요 스키마에

는 W3C XML Schema, XML-Data Reduced (XDR), 
Document Content Description(DCD), Schema for 
Object-oriented XML(SOX), Document Definition 
Markup Language (DDML), Schematron Datatypes for 
DTDs (DT4DTD) 등이 있다[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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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파일을 검색하던지 간에 파일 검색을 

위하여서는 파일의 형태 또는 구조의 공유가 필요하

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전에 사용되어진 XML 
DTD의 대체로 XML schema를 이용하며 XML schema
는 meta-data구조를 표현하는 새로운 포맷으로 사용

되어진다. XML schema는 XML tags를 위해 사용되어

지는 복잡한 사용자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를 지원

한다.

Ⅲ. 이기종 P2P 시스템간의 자료교환을 위한 

XML 메세징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설계하게 될 시스템은 조회서버와 룩업

서버를 가진 P2P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하고, 서버

의 역할은 접속된 피어들의 목록을 각각의 이용 가능한 

자원들과 함께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의 표  1은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역할을 나타낸다.

표 1.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역할

Table. 1 Components of System and Role

구성요소 역할

리스너

(Listener) 피어의 접속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처리한다

서버

(Server)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를 관리한다

브라우져

(Browser)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피어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상호작용 계층으

로 작용한다.

표 1에 정의한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리스너-서버 관계

서버는 모든 리스너들에 대하여 이름, IP주소, 공유

된 자원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리스

너는 서버에 로그인해서 공유된 자원을 선언한 후, 파
일과 폴더의 이름을 위치와 함께 전송한다.

서버가 제공하는 리스너들의 목록은 로그아웃 상태

의 리스너들은 제외하며 현재 온라인 상태인 리스너들

만을 보여준다.

• 리스너-브라우져 관계

브라우져가 모든 요청을 리스너에게 보내고, 처리된 

질의나 메시지의 형태로 응답을 수신하는 요청/응답의 

관계이다. 리스너는 리스너 수준의 모든 요청을 처리

하고 브라우져는 처리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

한다.

• 브라우져-서버 관계

브라우저는 리스너들의 목록을 서버로부터 가지고 

와서, 어느 리스너가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리스너들의 목록을 얻는 것과 

함께 루트 수준의 검색요청을 전달할 수 있다

3.2. 시스템 흐름도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흐름을 살펴보

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스템의 흐름

Fig. 3 System flow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P2P 시스템의 구성요

소는 리스너, 브라우저, 서버의 3개의 모듈에 기반을 둔

다. 위의 그림 3에서 보이듯이 원격지에서 실행되는 두 

개의 피어(리스너와 브라우저)가 서로 자원을 공유하

며, 자원 공유를 시도하기 위하여 두 개의 피어는 다음

의 두 가지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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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피어의 동작 및 기능

Table. 2 Operations and Functions of Peer

동작 기능

요청
피어사이에 계속적으로 수행할 상호작용을 위해 

통신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응답

요청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해주는 프로세스. 응
답의 경우 미리 정의된 메시지에 대한 반환 또는 

요청에 대한 단순한 응답일 수도 있다

리스너로 동작하는 피어는 다른 피어들에 의해 만들

어진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브라

우저는 모든 요청을 생성하는 피어의 역할을 한다.
서버는 현재 로그인한 모든 피어들의 정보(IP 주소, 

로그인명, 공유자원에 관한 정보 등)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P2P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되어진 신호를 XML을 

이용하여 처리하게 되며, XML로 구성된 각종 메시지

를 처리하는 다음의 표 3과 같은 두 개의 모듈이 필요

하다.

표 3. 피어의 동작 및 기능

Table. 3 Operations and Functions of Peer

구성 기능

XML
파서 모듈

생성된 요청과 요청에 대한 응답을 파싱

XML
작성 모듈

적절한 요청과 응답을 생성

시스템의 시작은 리스너가 자신의 로그인 이름, IP 
주소, 공유된 자원들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요청을 서

버에 전송함으로서 시작된다. 리스너는 서버에 접속한 

리스너들의 목록에 자신의 항목을 추가하며, 서버는 리

스너로부터 넘겨받은 사용자 정보의 인증작업을 시작

한다. 사용자 인증의 과정은 XML 형태로 적절한 응답

을 반환하며, 이 응답은 XML 파서모듈에 넘겨져서 파

싱되어 최종적으로 적절한 메시지가 리스너에게 전달

된다.
이제 리스너 역할을 하는 피어가 서버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하였다면 이 리스너는 다른 피어의 요청에 응답

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컨텐트를 검색하고 

있는 브라우저는 서버에 요청신호(HTTP)를 보냄으로

서 서버에 접근한다.
서버는 브라우저의 요청에 대하여 서버가 자신에게 

접속한 모든 피어들의 목록을 XML형태로 전달한다. 
서버는 접속된 리스너 이름, 공유된 자원, 리소스의 IP
주소 등의 구성 목록을 브라우저에게 제공한다.

브라우저는 서버에 접근한 후 원하는 리스너와 통신

을 수립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먼저 브라우저와 리스너 

사이에 통신이 수립되면 두 피어들 사이에는 자료 교환

이 가능하다. 브라우저는 XML 형식으로 데이터를 액

세스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스트림을 오픈하며, 피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

해 이루어진다.
브라우저는 특정 데이터를 원격 리스너로부터 다운

로드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콘텐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브라우저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려면 XML 작성모듈

(XMC)을 사용하여 요청 XML을 생성하고, 리스너의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하여 전달한다.
리스너는 자신에게 전달되어진 요청 XML을 파싱하

고 어떤 파일이 브라우저에게 전송할 것인지 파악한다. 
이 정보는 브라우저의 요청에 대한 XML응답형태일 수

도 있고 브라우저가 다운로드 요청한 파일일 수도 있다. 
이 정보를 브라우저의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하여 브라

우저에게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브라우저는 리스너에 의해 업로드된 파

일을 읽어 들이고, 이때 읽어 들인 파일이 브라우저의 

요청에 대한 응답인지 다운로드 요청을 한 파일인지 확

인하여 적절한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한다.
브라우저를 통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는  브라

우저는 다른 피어들이 공유한 메모리 영역을 선택하고 

자신이 업로드 할 파일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리스

너에게 보낼 요청 XML을 생성한다. 리스너가 요청 

XML을 받으면 작성되어야 할 파일에 대한 권한이 있

는지 확인하게 되며, 권한이 있는 경우 브라우저가 쓰

고 있는 파일을 읽어 들이고 동시에 데이터를 파일에 

쓴다. 만약 권한이 없다면 업로드 거부 응답을 생성하

여 브라우저에게 반환한다.

3.3. 피어 시스템 구조

아래의 그림 4는 피어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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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의 구조

Fig. 4 System Architecture

• Starting : 시스템의 시작으로 JXTA 네트워크 구성, 
보안 구성 및 연결

• Group Manager : group search, creation, join and 
leave

• Chat Manager : 대화 메시지를 송⦁수신

• Browser Manager :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하이퍼 링

크, 메뉴 등)을 수행

• Control Manager : 3개의 매니저와 GUI, 파이프를 

관리 감독

• MsgSender and MsgReceiver : JXTA를 이용하여 구

현되고 파이프를 전파

• XML module : P2P 시스템으로 전달되어질 XML 메
시지를 처리

3.4. 구성요소 모듈사이의 통신

3.4.1. 리서너와 서버 사이의 통신

리스너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면 로그인 창이 표

시되며, 사용자는 접속 아이디를 입력한다. 리스너는 

서버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공유된 자원

들의 목록과 로그인명, 자신의 IP 주소를 전달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 5는 리스너와 서버 간의 통신을 나타내

고 있다. 서버는 넘겨받은 모든 인자를 확인한 후 해당 

리스너의 항목을 작성한다. 그리고 요청에 대한 응답으

로 리스너에게 인증 XML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림 5. 리스너와 서버 간의 통신

Fig. 5 Communications between Listener and Server

3.4.2.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통신

리스너가 성공적으로 서버에 연결된 후, 브라우져는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6은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을 나타낸다.

그림 6.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

Fig. 6 Communications between Browser and Server

브라우저는 현재 실행중인 모든 리스너 목록을 얻어

서 자신의 창에 표시한다.
서버가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현재 실행하

고 있는 모든 리스너들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색하여 브라우저에게 XML 메시지 형태로 응답을 전달

한다. 브라우저는 이 XML 응답메시지를 파싱한 결과

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브라우저가 반환된 사용자 목록에서 특정 사용자를 

선택하며 브라우저는 선택된 리스너와 소켓연결을 수

립한다. 즉 리스너와 브라우저 사이에 IP 주소를 사용하

여 직접 통신이 수립된다. 이후 수행될 브라우저와 리

스너 사이의 모든 통신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소켓을 

통해 직접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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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리스너와 브라우저 사이의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통신 기능은 소켓에 기반을 두고 있

는데 소켓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 시스템의 네트워크 

스트림을 이용한다. 리스너와 브라우저는 각각의 네트

워크 스트림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을 수행한다.
브라우저는 리스너의 네트워크 스트림에 데이터를 

쓰는 방식으로 요청을 XML의 형태로 전송하고, 리스

너는 네트워크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방법으로 요청을 처리한다. 다음의 그림 7은 리스너와 

브라우저 간의 요청/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리스너와 브라우저 서버 간의 요청/응답

Fig. 7 Request/Respond between Listener and Browse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기종 P2P 시스템간의 자료교

환을 위한 XML 메세징 시스템은 중앙서버를 통한 관

리가 필요 없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면 모든 장치에

서 다른 장치들과의 통신이 가능하며 타 P2P 시스템과

의 통신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조회기능을 가진 서버를 중심에 두어 

피어들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각의 피어

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성이 없게 하였으며, 실제적인 

통신은 피어들 상호간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또한  서로 상이한 프로토콜과 API를 사용하는 P2P 
시스템들 간의 통신을 위하여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 교환시스템을 통하여 상

호 운용성이 유지되어진다면 P2P 통신망의 응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설계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면  

P2P 시스템간의 병목 형상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병목 형상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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