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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기존 유선 P2P기반의 서비스를 확장하여 무선 환경에서 이동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

는 모바일 P2P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P2P 환경에서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로컬 스카이라인 병합을 이용한 효율적인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동적인 속성을 고려한 스

카이라인 질의 처리를 위해 질의 피어를 중심으로 로컬 스카이라인을 생성한 후 배포함으로써 불필요한 피어에 대한 가지치기를 수

행한다. 모든 피어들에 대한 스카이라인 집합을 병합하여 전체 영역에 대한 글로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

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은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I. 서론
  　

  최근 위치 인식 기술 및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더
불어 스마트 모바일 기기들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무선 환
경에서 P2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 P2P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동 P2P  서비스는 서버가 별도로 존
재하지 않으며 모바일 기기들이 자율적으로 통신을 수행
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반적으로 P2P 서비스에
서 질의 처리는 피어들 소유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어가 스
스로 질의를 처리하는 분산질의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 이
와 같이 이동 P2P 환경에서는 서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
에 병목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정 피어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다른 피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동 P2P 환경에서 제안된 다양한 기법들 중 일
정 영역 내의 이동 피어간 통신을 통해서 다중 속성을 만
족하는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 2, 3]. 기존의 스카이라인 연구들은 피어들
의 이동성을 고려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정적인 속성들을 
바탕으로 수행되거나 질의 피어가 이미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피어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기존 질의 처리 기법들은 위치, 거리 등과 같은 동적 속성
에 대한 질의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기존 
기법들은 이동하는 피어에 대해 상대적인 위치가 아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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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스카이라인 결과를 생성하기 때
문에 동적인 속성을 고려할 경우 질의 결과의 신뢰성과 정
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이동성으로 인해 여러 피
어들이 똑같은 질의를 수신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
해 불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P2P 환경에서 로컬 스카이라인 병
합을 이용하여 동적인 속성에 대한 효율적인 질의 처리 수
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불필요한 
메시지 전송과 중복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질의 피어를 중심으로 로컬 스카이라인
을 형성하고 이를 주변 피어에 배포한다. 배포된 로컬 스
카이라인을 이용하여 속성을 만족하지 않는 피어를 가지
치기하고 가지치기 되지 않은 각 피어에 대해서 스카이라
인을 병합한다. 전체 영역 내에 있는 피어들에 대한 병합
이 끝나면 질의 배포 역방향으로 최종 병합된 스카이라인 
집합을 반환하여 최초 질의 피어에서 글로벌 스카이라인
을 형성한다.

Ⅱ. 제안하는 기법
  
  질의 피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준으
로 이웃 피어들로 질의를 배포해 스카이라인을 생성한다. 
이때, 메시지의 중복 송수신을 막기 위해 TDP(Total 
Dominant Pruning)을 사용하였다[4]. TDP는 피어가 메
시지를 전달할 때 2-홉 내에 존재하는 피어들에 대한 정
보를 이용하여 주변 피어를 통해 질의를 수신할 수 있는 
피어들에게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가 
중복적으로 전송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동적인 속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처리 기법을 사용한다. 그림 1은 이동 P2P의 환경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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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적 스카이라인 기법을 나타낸다. 피어들의 위치가 계
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치가 아닌 질의 피
어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질의 피어를 
기준으로 이웃노드들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하여 스카
이라인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피어 ∼는 질의 Q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위치가 아닌 상대적인 위치로 표현(1사
분면,  ′∼ ′)된다.

▶▶ 그림 1. 동적 스카이라인 형성 기법

  
  이동 P2P 환경에서 이동하는 피어들에 대한 스카이라인
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 영역에 매번 메시지
를 재배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과 에너
지 소모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기법에
서는 질의 피어를 중심으로 한 1차 로컬 스카이라인(이하 
)을 만들어 이를 주변 피어에 배포한다. 그림 2(a)는 

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써, 그림 1의 기법을 통해 질의 

피어를 중심으로 2-홉 내에 있는 피어들(∼)의 정보

를 모아 을 형성한다.

(a) 로컬 스카이라인 생성 (b) 로컬 스카이라인 배포

▶▶ 그림 2. 로컬 스카이라인의 생성과 배포

  을 생성하여 전체 네트워크 영역에 배포함으로써 

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피어들에게만 질의를 배포한

다. 이를 통해 질의 속성을 만족하지 않는 피어들을 가지
치기하고 불필요한 메시지 전송을 제거한다. 하지만 가지
치기 된 피어들의 이웃 피어들이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TDP를 통해 얻은 2-홉 내의 피어 
정보를 참고하여 무조건 가지치기 하지 않고 의미 있는 피
어에 한해 질의 정보를 배포한다. 그림 2(b)에서 , , 

,  같은 피어들은 1차 스카이라인에 의해 가지치기 

되어 질의 재배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
는 2-홉 내의 피어들이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배포 과정을 수행한다. 
  로컬 스카이라인은 주변 피어들에게 배포되면서 재구축 
된다. 을 받은 피어들은 자신이 가진 이웃노드들의 

정보와 을 참고해 배포되는 스카이라인(, k = 

2, 3, ... n)을 재구축한다. 그림 3은 두 개의 스카이라인 
집합이 결합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림 3(a)
와 (b)에서 나타난  피어들(∼)을 결합해 지배되지 

않는 피어(, , )에 의해 스카이라인이 재구축된다. 

이러한 재구축 과정은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질의영역을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된다. 

▶▶ 그림 3. 스카이라인 재구축

  질의 영역 내에 있는 피어들은 자신의 위치와 질의 피어
의 위치를 비교하고 영역의 경계 부근에 있다고 판단하면 
질의가 전달된 역방향으로 스카이라인 질의 결과를 반환
한다. 질의 피어는 전체 영역에 대해 재구축된 스카이라인 
집합들을 최종수신 받아 병합하여 다중속성에 대한 질의
결과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P2P 환경에서 로컬 스카이라인 병
합을 이용하여 스카이라인 질의를 효과적인 처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체 영역에 대한 스카이라
인 질의 형성과정에서 불필요한 피어들을 가지치기하고 
각 피어들에 대한 스카이라인 집합들을 병합함으로써 글
로벌 스카이라인에 대한 결과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모바
일 P2P 환경에서 질의 처리에 필요한 불필요한 메시지 전
송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스카이라인 질의를 수행할 수 있
다. 

 참 고 문 헌  
 
[1] M. Park, J. Min, “An effective filtering method for 

skyline queries in MANETs,” Pro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pp.262-267, 2010.

[2] Y. Xiao and Y. Chen, “Efficient Distributed Skyline 
Queries for Mobile Applications,”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Vol.25, No.3, 
pp.523-536, 2010.

[3] X. Wang, Z. W “An Intelligent Search Algorithm 
based on Skyline Query in Unstructured P2P 
Systems,” Conference of Fuzzy Systems and 
Knowledge Discovery, Vol.4, pp.322-326, 2008.

[4] W. Lou and  J. Wu, “On Reducing Broadcast 
Redundancy in Ad Hoc Wireless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Mobile Computing, Vol.1, No.2, 
pp.111-123,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