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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P2P 환경에서 연속적인 k-최근접 질의 처리 기법
A Continuous k-Nearest Neighbor Query Processing Method 

in Mobile P2P Environments 

이 현 정, 복 경 수, 박 용 훈, 임 종 태, 이 상 규, 유 재 수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Lee hyun-jung, Bok kyoung-soo, Park yong-hun, 
Lim jong-tae, Lee sang-kyu, Yoo jae-soo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P2P 환경에서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k-최근접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질의 피어
와 근접한 k개의 피어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MR(Monitoring-Region)을 배포한다. MR은 주변 피어들의 이동 벡터를 
이용하여 시간 범위 내에서 최소 k개의 질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이다. 제안하는 기법은 주변 피어들의 벡터를 이
용하여 MR을 계산하기 때문에 장시간 유효하며 MR 영역의 무효화에 따른 질의 재수행 비용을 절약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

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기법과의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I. 서론
　

  최근 노트북, PDA, 핸드폰과 같은 소형 단말기기의 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단말기 간에 직
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동 P2P(Mobile 
Peer-to-Peer : MP2P)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P2P에서는 피어들의 이동성에 따라 피어간 에드
혹 형태의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생성하고 필요한 정보
를 교환하기 위해 피어 스스로 질의를 처리하는 분산 질의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 k-최근접 질의는 MP2P 환경에서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 LBS)를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질의 유형의 하나로 질의 피어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k개의 객체를 선출하기 위
한 기법이다[1]. 
  최근 MP2P에서 피어의 이동성 특성으로 인해 특정 시
간 동안 실시간으로 질의 처리하기 위한 연속적인 k-최근
접 질의처리 기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 [3]에
서 MP2P 환경에서 Safe-Boundary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k-최근접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Safe-Boundary는 연속질의 처리를 매번 질의배포를 수
행하는 대신 k개의 객체를 보장하는 특정 영역의 객체
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이전의 질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객체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다. 질의 피어는 
Safe-Boundary를 주변 피어에게 배포하여 특정 피어가 
Safe-Boundary를 지나갈 경우 자신의 정보를 질의 피어
에게 전달함으로써 k-최근접 질의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갱신한다. 그러나 Safe-Boundary는 이웃 피어들의 현재 
위치만을 이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Safe-Boundary의 
유지 시간이 매우 짧다. 또한, 피어 간 네트워크 연결이 충
분한 환경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어간 
네트워크 연결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적용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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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기법에서의 Safe-Boundary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MP2P 환경에서 피어의 벡터정보를 
이용한 연속적인 k-최근접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질의 피어와 근접한 k개의 피어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MR을 배포한다. 주변 객
체들의 벡터 정보를 통해 주어진 시간범위 내에서 최소 k
개의 질의 결과를 보장한다. 질의 피어는 MR을 배포하고, 
이를 수신한 피어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속질의를 처리한
다. MR은 주변 피어들의 벡터정보를 통해 계산되기 때문
에 장시간 유효한 MR이 만들어지고, MR 영역의 무효화에 
따른 질의 재수행 비용을 절약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
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기법과의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Ⅱ. 제안하는 기법

  제안하는 기법은 3단계를 통해 질의 처리를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질의를 배포하고 k개 이상의 피어 정
보를 수집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수집된 피어의 위치와 벡
터 정보를 통해 최적의 MR을 연산하고 이를 배포한다. 마
지막 단계에서 MR을 수신한 피어들은 자신 또는 이웃 피
어가 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평가하여 질의 
피어에게 전달한다. 

1. 초기 질의 배포 및 수집 단계

  기존 기법에서는 k개 이상의 피어를 수집하기 위해 반
복적인 질의 배포를 수행한다. 연속질의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반복적인 질의 배포로 인한 통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기법은 이웃 피어에게 부족한 피어의 개수
를 전달한다. 초기 질의 배포 및 수집 단계는 k개의 결과
를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메시지 통신을 최소화하는 초기 
질의 배포를 수행한다. 이웃 피어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필
요한 피어 개수를 수집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질의 배포를 
수행한다. 그림 1은 k = 3일 때의 피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질의 피어 는 k 값에서 이웃 피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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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2를 제외한 값인 1을 이웃 피어 , 에게 전달한
다. 는 1개 이상의 이웃 피어를 수집하여 에게 전달한
다. , 은 더 이상 이웃 피어가 없기 때문에 수집을 중
단한다.

▶▶ 그림 1. k=3일 때 피어 정보 수집

2. Monitoring-Region 산출 및 배포  

  질의 피어는 초기 질의 배포를 통해 수집한 이웃 피어들
의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 시간동안 k개 피어의 존재
를 보장하는 영역으로 MR을 계산하고 배포한다. [3]에서 
제안된 Safe-Boundary는 매번  질의 결과로 산출된 피어
만을 정확하게 포함하는 영역 이지만 MR은 단지 k개의 피
어의 존재를 보장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따라서 피어가 빈
번하게 이동하는 환경에서도 MR에 k개의 객체가 존재한
다면 질의를 재수행하지 않는다.
 (식 1)은 n 시간 동안 k개 피어를 보장하는 질의 Q의 MR
인  을 나타낸다. 이때, 는 현재 시간,  은 n 
만큼의 미래 시간, 

는 전 단계에서 수집된 객체 중의  
시점에 질의 피어로부터 k번째 근접한 객체를 나타낸다.
     

 ∈      (1)

3. 협업을 통한 질의 갱신 단계

  이 단계에서는 연속질의를 위해 질의를 재수행하는 대신 
각 피어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MR
을 수신한 피어는 자신이 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
기적으로 계산하고,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정보
를 질의 피어에게 전달한다. MR 내의 피어는 자신의 벡터
가 변경될 경우 자신의 정보를 질의 피어로 전송한다. 또한 
새로운 피어가 발견되고 그 피어가 MR 내에 있다면 질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 피어는 자신의 정보를 질의 피어에게 
전달한다. 질의 피어는 매번 질의를 재배포 하지 않고 전달
된 피어 정보를 통해 연속질의를 수행한다. 질의 피어는 지
속적으로 MR 내에 존재하는 피어의 수를 판별하여 k개의 
피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질의를 재수행한다. 이로 
인해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불필요한 메시지 전달을 
감소시킬 있으며 효율적인 결과 갱신을 수행한다. 

Ⅲ. 성능평가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실험 평가를 통
해 [3]에서 제안된 기법과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네트
워크의 크기는 1000m×1000m로 하였고, 피어 수는 1000
개, 질의 개수는 50개, 벡터 최고 이동속도는 10, 벡터 변
경 피어는 20%, 통신반경은 60m로 하였다. 성능 평가는 
피어의 수에 따라 질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배포되는 메
시지 수와 k의 수에 따른 메시지 수를 평가하였다.
  그림 2는 피어의 수를 증가시키며 질의가 처리되는 동안 
발생하는 메시지 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 피어의 벡터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Monitoring- 
Region를 통해 질의를 재배포하지 않고 효율적인 질의 갱
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되는 메
시지 양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약 50% 메시지 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은 피어의 수가 1,000일 때, k의 개수의 변화에 따라 질의
를 처리되는 동안 발생하는 메시지 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기존 기법의 경우 현재 결과 객체만을 위한 영역을 배포하
기 때문에 결과객체의 이동에 따른 질의 재배포를 수행한
다. 따라서 k가 증가할수록 질의 처리에 필요한 메시지 수
는 제안하는 기법과 비교해 최대 약 2배의 메시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그림 2. 피어 수에 따른 메시지 수

▶▶ 그림 3. k의 수에 따른 메시지 수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속적인 k-최근접 질의 처리 기법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동 P2P기반의 서비스를 위한 k-
최근접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주
변 객체들의 벡터 정보를 통해 주어진 시간범위 내에서 최
소 k개의 질의 결과를 보장하는 MR을 이용함으로써 효율
적인 연속질의 처리를 수행한다. MR 은 주변 피어들의 벡
터 정보를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장시간 유효한 MR을 생
성할 수 있으며 MR 영역의 무효화에 따른 질의 재수행 비
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
기 위해 기존기법과의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기존 기법
에 비해 질의 처리에 필요한 메시지 비용이 약 2배 감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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