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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기술 동향 및 홈네트워크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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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에는 확장성, 보안 및 신뢰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유

연성 및 QoS 등의 요구사항이 제시된다. 기존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의 만족을 위해서는 복잡성 및 고비용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모든 형태의 분산 자

원 접근이 가능한 P2P 통신 방식에서는 보다 간단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P2P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응용 서비스 동향에 대해여 소개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P2P 기

술의 역할 및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실제 P2P를 이용한 유비쿼터

스홈 구축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P2P 요소 기술 및 응용서비스 발전 전망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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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9년 5월 파일 공유를 위한 Napster 소개로 

시작된 Peer-to-Peer(이하 P2P) 네트워킹 기술은 

분산 컴퓨팅, 인터넷 전화(Skype)[1]에 성공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현재 가장 관심 있는 인터넷상 새로

운 통신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P2P 응용에 대한 

사용 증가세는 WWW 보다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본 기술은 모든 형태의 분산 자원 접근에 사용

될 수 있으며 인터넷 기반 응용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보고에 따르

면 인터넷 트래픽의 50% 이상(때로는 75% 이상)이 

P2P 응용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한다. 

미래의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에는 다음과 같

은 3가지 요구사항이 대두된다. 

- 확장성: 다수 사용자로부터 대역폭, 저장 및 프로

세싱 능력 등 자원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처 필요 

- 보안 및 신뢰성: 집중화 구조 기반 시스템에 대

한 악의적 공격(denial-of-service) 대처, 익명

성 보장 및 해킹 대처 능력 요구 

- 유연성 및 QoS: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대응 능력 

기존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응용에서는 상기 요

구사항을 더 이상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음이 밝혀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집중화된 구조에서는 자원 병

목 현상 및 악의적 공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며, 기

존 구조 하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복잡성 및 

고비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P2P 네트워킹 및 

컴퓨팅에서는 분산 및 자율 구성(self-organizing) 

구조라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상기 요

구사항에 대한 보다 간단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장래의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요소, 인프라 서

비스의 주된 설계 패턴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고에서는 P2P 기술의 정의 및 특징, 연구 개

발 및 응용 서비스 동향에 대해여 소개한다. 또한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 P2P 기술의 역할 및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실제 P2P를 응용한 

유비쿼터스홈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P2P 기

술 및 응용서비스 발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Ⅱ. 정의 및 특징 

P2P 시스템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집중화된 서비

스 개념 없이 분산 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율적(autonomous) 객체(피어)로 이

루어진 자율 구성 시스템으로 정의된다((그림 1) 참

조).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통하여 P2P는 수동적 협조

에서 능동적 협동, 집중화에서 분산화, 제어적에서 

동기유발적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P2P 시스템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분산 자원 공유 측면 

- 관심 대상 자원은 분산된 형태로 이용되며 피

어에 가까운 네트워크 종단에 위치한다. 

- 피어 집합 내 각 피어는 상대 피어가 제공하

는 자원을 이용하며, 대상 자원은 오디오/비

디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컴퓨팅 파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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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의 구조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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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및 presence 정보 등이다. 

- 피어는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며, 지구상 전

역으로 분산 가능하다. 

- 이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 각 피어는 해당 주소가 동적으로 변화하며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따

라서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어드레싱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 P2P 시스템은 콘텐트 기반 라우팅 기능을 

제공한다.  

• 분산 자율 조직 측면 

- 공유 자원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중앙 집중형 

제어 또는 중재 없이 피어간 직접 상호 작용

한다. 따라서 집중화 구조의 병목 현상은 피

하지만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 비하여 종단 

시스템의 가용도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 성능 측면에서 완전 분산 개념의 P2P 시스템

에 집중화 요소를 도입해야 할 경우가 있으

며, 이를 하이브리드 P2P 시스템이라 한다

((그림 1b) 참조). 

- P2P 시스템에서 각 피어는 클라이언트와 서

버 역할을 겸함으로써 기능 가용성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한다. 

- 각 피어는 기능적 역할 측면에서 동등 자격을 

갖는다. 각 피어가 보유한 자원의 공유 여부

는 피어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다. 

- 시스템은 자율 조직 또는 ad-hoc 방식으로 

제어된다. 

Ⅲ. 기술 동향 

집중화 구조 없이 분산시스템의 자율 구성을 목

표로 하는 P2P 시스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여 찾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2가지 접근 방식, unstructured와 

structured P2P가 있다. 

1. Unstructured P2P 

본 방식은 피어와 자원 간 연관성 설정이 없는 구

조로써, 중앙 서버 또는 인접 피어로 검색 쿼리 
 

 
<표 1> Client-Server, P2P 모델간 특징 비교 

Client-Server Peer-to-Peer 

1. 자원은 피어 간에 공유된다. 
2. 자원은 다른 피어로부터 직접 접근 가능하다. 
3. 피어는 제공자이며 요구자이다.(Servant 개념) 

Unstructured P2P 

1세대 2세대 
Structured P2P 

 

Centralized P2P Pure P2P Hybrid P2P DHT-Based 

1. Central Entity 형태 
서버가 서비스 및 콘
텐츠의 유일한 제공자 

2. 고성능 시스템의 서버 
필요 

3. 클라이언트는 상대적
으로 저성능 시스템 

1. P2P의 모든 서비스 
포함 

2. 서비스 제공을 위한 
Central Entity 필요 

3. Central Entity는 인
덱스/그룹 데이터베
이스 역할 

1. P2P의 모든 서비스 
포함 

2. 모든 터미널이 기능 
손실 없이 제거 가능

3. Central Entity 없음
 
 

1. P2P의 모든 서비스 
포함 

2. 모든 터미널이 기능 
손실 없이 제거 가능

3. 동적 Central Entity 
필요 

 

1. P2P의 모든 서비스 
포함 

2. 모든 터미널이 기능 
손실 없이 제거 가능

3. Central Entity 없음 
4. Overlay 상 피어간 연
결이 고정됨 

WWW Napster Gnutella 0.4, Freenet Gnutella 0.6, JXTA Chord,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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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ing을 이용하여 자원 및 피어를 탐색한다.  

P2P 네트워킹 초기 모델은 자원을 보유한 피어

의 IP 주소를 중앙 서버에 의해서 관리하는 집중화

된 형태로 시작되었다. 본 모델은 Napster에 의해서 

널리 알려졌으나 공유 파일의 저작권에 따른 법적인 

문제, 중앙 서버에 의한 확장성 제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하는 자원이나 

피어를 찾을 때까지 중앙 장치 없이 인접 피어로 검

색 쿼리를 flooding 시키는 방식인 Pure P2P 모델

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모델은 flooding에 

따른 신호 트래픽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

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하이브리드 P2P 

모델에서는 시스템을 여러 개의 슈퍼 피어를 이용한 

계층적 구조를 구성하고 자원 검색 쿼리를 슈퍼 피

어 간에 효율적으로 flooding함으로써 신호 트래픽

을 감소시킨다. 

2. Structured P2P 

본 방식에서는 분산 인덱싱을 제공하는 분산 해

시 테이블(DHT)로 콘텐츠와 피어 정보들을 공통의 

단일 주소 공간으로 매핑하여 콘텐츠 저장 및 검색

이 이루어지는 분산 구조의 콘텐츠-어드레싱 기반 

데이터 저장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기법에서 최

대 검색 횟수 O(logN)으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효율에 영향 없이 피어 개수를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다(N은 피어 개수). 

 또한, 각각의 노드에서 검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의 양이 기존의 중앙 서버 기반의 P2P보다 적고, 검

색을 위한 통신 오버헤드가 flooding 기반의 P2P 방

식보다 적다. 따라서 unstructured P2P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러나 unstructured P2P에서 다양한 데이터의 속성 

값을 이용하여 복잡한 쿼리가 가능했던 반면에, 분

산 해시 테이블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특정 키 값만

을 사용한 검색을 함으로써 쿼리가 단순화되는 단점

이 있다. 

DHT를 이용한 검색 기법이나 DHT 관리 기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응용 사례가 존재한다. Pastry[2], 

Tapestry[3], Chord[4] 등의 ring 기반 접근 방식

에서는 이진 배열 B*-tree와 유사한 검색 알고리듬

을 사용한다. 그 이외에도, n-차원의 주소 공간 균등 

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CAN[5]과, 기존 Chord의 

ring 형태 주소 공간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계층적 

ring 구조 방식의 Viceroy[6]가 있다. 

Ⅳ. 응용 서비스 동향 

P2P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자원(presence 정

보, 파일, 대역폭, 저장소 및 프로세서 사이클 등)을 

관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 분

야에서의 접근 방식을 간략히 소개한다. 

1. 정보 공유 분야 

가. Presence 정보 

P2P 기반 자율 구성 조직 내에서 피어 및 자원의 

존재 여부 정보(presence information) 제공은 P2P

의 기본 기능이다. 이를 통하여 다른 피어와 직접 연

락하고 필요한 자원(웹 서비스, 정보, 스토리지, 프

로세서 사이클 등)에 대해서 문의가 가능하다. P2P 

기반 인스턴트 메시징 시스템은 본 기능을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Skype는 중앙 국설 교환기 없이 presence 서비

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buddy list에 등록된 피어 간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문서 관리 

통계적으로 조직 내 문서의 대부분은 중앙 서버

에 의한 일괄 관리보다는 각 개인 PC에 분산된 경우

가 많다. 이를 고려하여 NextPage-NXT 4 플랫폼

[7]은 P2P 네트워킹을 이용하여 각 피어에 분산된 

로컬 데이터를 통합 연결하는 리포지터리 생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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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P2P 기술은 분산된 데이터 자원의 연결뿐 아니

라 정보의 통합 및 자율 조직형 P2P 지식 네트워크 

구성 서비스에도 활용 가능하다. Opencola[8]는 별

도 중앙장치 없이 자율적인 네트워킹 구성으로 망 

내 분산된 사용자의 관심 지식 분야에 대한 정보를 

모아주는 첫번째 응용 사례이다. 

다. 협업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그룹웨어와 달리 P2P에

서는 별도의 중앙 관리 체계 없이 구성원간 협업

(collaboration) 서비스를 제공한다. Groove Vir-

tual Office[9]는 대표적인 협업 서비스 응용으로

써, ad-hoc 기반 가상팀을 위한 공유 작업 환경(인

스턴트 메시징, 파일 공유, 통지, 공동 브라우징, 화

이트보드, 음성 회의 및 실시간 동기 데이터베이스)

을 지원한다. 

2. 파일 공유 분야 

파일 공유는 가장 대표적인 P2P 응용 서비스이

다. 인터넷 트래픽의 70% 이상이 파일 교환으로 발

생된다고 추정된다. P2P 환경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클라이언트 피어는 다른 피어에게도 해당 파일

을 제공함으로써 서버 역할을 겸하게 된다. 

P2P 파일 공유 서비스는 원하는 파일을 검색하

는 방식에 따라, flooded 요구 모델(Gnutella), 중앙 

디렉토리 모델(Napster), 문서 라우팅 모델(Freenet) 

등으로 분류된다. 

Gnutella[10],[11]에서는 인접 피어로 검색요구

를 flooding시켜 원하는 파일을 찾는 방법으로써, 

사전에 피어 검색 범위를 정의함으로써 검색요구 메

시지의 flooding이 제한된다. 본 모델에서는 검색 

피어 범위에 따라 검색 메시지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므로 큰 규모의 망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모델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대

표적인 것이 FastTrack[12]으로써 중앙 슈퍼 노드

를 이용하여 검색요구를 최적화한다. 

Napster[13]는 중앙 서버에 의하여 인덱스 서비

스가 제공되는 하이브리드 P2P 시스템이다. 피어가 

Napster 망에 접속 시 해당 피어가 제공 가능한 파

일이 중앙 서버에 등록된다. 따라서 검색 요구 시 중

앙 서버는 해당 파일을 보유한 피어 리스트를 제공

한다. 

Freenet[14],[15]에서는 파일이 의도적으로 별

도의 피어에 저장되어 익명에 의하여 파일이 저장되

고 접근된다는 점에서 앞에서의 서비스 모델과 근본

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각 파일과 피어에는 고유의 

식별자가 할당되고, 파일 생성시 해당 파일 식별자

와 산술적으로 가장 근접한 식별자를 가진 피어에 

파일이 저장된다. 따라서 파일 검색 방법은 해당 파

일 식별자와 산술적으로 가장 근접한 식별자를 가진 

피어를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방법은 대규

모의 망에 적용 가능하나, 앞에서 제시된 모델에 비

하여 검색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3. 대역폭 효율화 분야 

기존 클라이언트-서버 형태의 중앙 구조에서는 

서버로 트래픽 집중으로 인한 병목 현상 및 queuing 

지연 문제점을 내포하지만, P2P 구조에서는 각 피

어로 분산된 트래픽 루트를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부하 분산이 가능하다.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서비스 사용자 혹은 단말기를

의미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

용량 서버에 연결된 집중화 구조를 의미한다. 대표적

인 예로는 월드 와이드 웹(WWW)으로써, 웹사이트의

웹 서버가 서버 역할을 하고, 사용자가 쓰는 웹 브라

우저가 클라이언트이다. 

Ad Hoc: 중앙제어 노드없이 흩어져 있는 노드들끼리

서로 통신(일반적으로 무선)을 하는 네트워크 구조이

다. 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노드들은 라우터, 서

버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긴박한 상황

이나 지속적인 망 연결이 필요 없는 환경에 적용된다.

 용 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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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하 분산 

다수의 피어에 파일이 복제된 상태에서 P2P 방

식으로 효율적인 부하 분산을 이용하는 개념은 미디

어 스트리밍 및 VoD 분야에 많이 적용된다. 예로써, 

PeerCast[16], Peer-to-Peer-Radio[17], SCVI. 

net[18] 등이 있다. 유사한 개념의 Kontiki net-

work[19]는 사내 eLearning 교재 배포, antivirus 

데이터 갱신, 컴퓨터 게임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되

고 있다. 

나. 다운로드 속도 개선 

BitTorrent[20]는 대용량 파일을 다수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다수 피어로부터 동시에 수신하

고 수신된 블록을 조합하여 원래 파일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소스 피어로의 대역폭을 다수의 피어가 

공유할 수 있게 하여 다운로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4. 데이터 스토리지 분야 

망 내 컴퓨터 클러스터로 구성된 P2P 저장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각 컴퓨터에서 제공 가능한 저장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저장 시스템에 비해 저

장 공간 활용 및 관리 측면에서 효율화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한 시스템으로는 PAST[21], Pasta[22], 

OceanStore[23], CFS[24], Farsite[25] 및 In-

termemory[26] 등이 있다. 데이터 저장 및 탐색 

방법은 앞서 설명된 문서 라우팅 모델(Freenet)과 

동일하다. 

5. 컴퓨팅 파워 공유 분야 

P2P를 이용하여 각 컴퓨터에 분산된 여러 프로

세서 사이클을 묶음으로써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

퍼 컴퓨터가 제공하기 힘든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2P 기반으로 가상 조직 내 분

산된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기술이 그리드 컴퓨팅

(grid computing)이며, 이를 응용한 최초의 프로젝 

트가 SETI@home[27]이다. 

현재 그리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의 제공뿐 아

니라 노드 간 가용한 자원을 상호 이용하게 하는 형

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표준화된 미들웨

어 개발을 위한 Globus 프로젝트[28]가 IBM, Mi-

crosoft, Sun, HP 및 NEC 등의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다.  

Ⅴ. P2P 기반 유비쿼터스홈 모델 

1. P2P의 유비쿼터스 환경 응용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센서 및 사용자 

기기 등 자율적 기기가 다수 존재하며 지역적으로 

도처에 분산된다. 각 기기는 다른 기기 및 서비스, 

응용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기기에 중

요한 기능성을 가지며 기능의 완전함을 위하여 다른 

기기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또한 기기 이동, 

통신 영역 제한, 배터리 절약을 위한 전원 차단 등으

로 인하여 각 기기는 다른 기기와 연속적 연결이 제

한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애플리케이션의 전형적인 특

징은 P2P 네트워크 및 시스템이 기반으로 하는 원

칙, 즉 자율 조직 구성, 자원 공유, 독립 기기간 협업

을 통한 보다 큰 시스템 구축 등과 일치한다. 따라서 

P2P 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위

한 미들웨어로 활용이 가능하며, 주요 응용 분야는 

통신 인프라 구축이다. 

그러나 P2P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다수의 

신호 메시지 교환이 필요하여 저전력 기반 유비쿼터

스 기기에서는 많은 전력 소모를 요구한다. 또한 IP 

기반 고 대역폭을 가진 PC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양

한 통신장애 유형으로 불안정한 네트워크 연결과 초

당 수 비트의 낮은 무선전송속도를 가진 유비쿼터스 

센서 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역동성 및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전

통적인 P2P 솔루션에 수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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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프로젝트 Sahara[29], Mundo[30] 및 Oxy-

gen[31]이 진행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P2P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존 

P2P 기술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점 분야는 다음

과 같다. 

- 저속 저전력 기기에서 고성능 서버 등 다양한 기

기 플랫폼 환경, 네트워크 접속 및 가용 대역폭

이 불확실한 무선 네트워킹 환경에 적합하도록 

응용 및 통신 절차의 최적화 

- 자원이 부족한 기기를 위하여 자원 및 서비스 탐

색 등 제반 알고리듬에 대한 성능 개선 

- 익명의 기기간 상호 인증, 통신 보안 및 프라이

버시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 백만 또는 수억 개의 대규모 기기로 구성된 유비

쿼터스 인프라에 대처를 위한 시스템 확장성 

2. P2P 기반 유비쿼터스홈 구축 

다양한 개인 단말기기(휴대폰, PDA, PMP, 자동

차 텔레매틱스 단말, 센서 등)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

라 홈내 서비스와 콘텐츠의 지역적 분산 및 동적 변

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단말기기의 고성능화

에 따라 각 단말은 자원의 소비뿐 아니라 제공이 가

능해짐에 따라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겸하게 

된다. 홈-to-홈에서도 개인형 서비스 및 콘텐츠 제

공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와 콘텐츠를 용이하게 광

고 및 검색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를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댁

내외에 분산된 개인기기 및 홈-to-홈 간 seamless 

연결을 제공하는 가상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본 네트워크 상에서 P2P 방식으로 단말 간 자유

로운 자원 공유 및 협업을 제공하는 유비쿼터스홈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 출연 기술

개발 과제(P2P 기반 가상홈 플랫폼 기술 개발, 

2006.3.~2009.2.)를 통하여 본 모델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Ⅵ. 향후 발전 전망 

1990년 말부터 모바일 기술 분야에서는 자율 조

직 네트워크인 MANET[32],[33]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향후 P2P 네트워킹의 응용 분

야로써 모바일 네트워크와 연계된 자율 조직 협업 

환경, 상황 및 위치 기반 서비스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으로 P2P 미디어 스트리밍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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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도 고려된다((그림 3) 참조). 

이러한 서비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보안 및 인

증, 접근 제어 및 과금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

다. 또한 신뢰성, 가용도, 부하 분산 및 QoS, 특히 모

바일 환경에서 계층간 통신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

제로 제시된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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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인터넷의 전통적인 클라이언트-서버 패러다임과

는 달리 완전 분산 및 자율 조직 특성을 가진 P2P 

개념은 확장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장래의 애플리케

이션, 시스템 요소, 인프라 서비스를 위한 기본 설계 

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전형적인 특징인 역동성 및 불확실성은 P2P의 자율 

조직 구성, 자원 공유, 독립 기기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P2P 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 미들웨어로 활

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P2P 기술은 아직 초기 연구 

상태이지만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 어 정 리 

DHT  Distributed Hash Table 

MANET Mobile Ad-hoc Network  

P2P   Peer-to-Peer 

QoS  Quality of Service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VoD  Video 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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