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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헬스 데이터의 연속성과 긴급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 대량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헬스 케어 서비스가 헬스 데이터에 대한 연속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장성, 긴급한 헬스 데

이터를 클라이언트들이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 채널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CCR 기반

의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CCR 문서들에 대해 긴급도를 적용하여 긴급 

CCR 문서와 평이 CCR 문서로 나누고, 긴급 CCR 문서와 평이 CCR 문서를 각각 다른 무선 채널에 방송하여 클라이언트들이 긴급 문

서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들이 긴급 CCR 문서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분산 인덱

스 DICD(Distributed Index for CCR Document)를 설계하고, 멀티 채널에서 클라이언트들이 DICD를 이용하여 CCR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이 기존 연구에 비해 클라이언트의 액세스시간이 짧은 것을 통해 성능의 

우수함을 보인다.

In smart healthcare services, the continuity of health data, flexibility for urgent data, and scalability for supporting a number of clients 

are important. This paper proposes a CCR-based healthcare service system using multi-channel wireless broadcasting in order to 

support the continuity, flexibility and scalability. The proposed system adapts the level of urgency for CCR douments clients request 

and divides the documents into urgent CCR documents and plain documents. Then, the system broadcasts the divided CCR documents 

on multi channel separately to help the clients access the urgent document quickly. Also, the proposed system designs distributed index 

for CCR document, DICD, and the algorithms for clients to search CCR documents they request from the wireless channde using 

DICD.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we show the proposed system outperforms the existing researches in the acces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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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첨단 반도체 기술과 정밀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 헬스 센서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

스에 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심박수, 또는 혈압, 심박 변이도, ECG(ElectroCardioGraphy)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스마

트 헬스 센서들의 측정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수 의료 장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었던 헬스 모니터링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웨어러블 헬스 스마트 디바이스와 결합된 

헬스 케어 서비스는 원격 진료와 같은 환자 치료 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급성 질환의 사전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게 되어 헬스케어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헬스 케어 서비스에

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헬스 서비스에 연관된 디바이스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헬스 데이터의 연속성이고,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세 번째로 긴급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이다. 

헬스 데이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격들이 제안되어 사용되었고, 그중에서 CCR(Continuity of Care Record)은 

XML 기반의 의료 데이터 규격으로 간단한 형식으로 효과적인 의료 데이터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규격이다. CCR 규격의 헬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료 기관들 사이에서 또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효과적으로 헬스 데이터를 교환하여 각 환자

들의 연속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헬스 케어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인 확장성에 대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대규모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끊김없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

다는 것이다. 무선 데이터 방송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임의의 숫자의 클라이언트에게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확장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CCR 규격의 헬스 데이터를 적용한 

무선 데이터 방송 시스템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장성과 헬스케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서

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1-4]. 무선 데이터 방송 시스템에서 방송 서버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기관의 

EMR 시스템과 연결되어,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하는 CCR 문서를 주기적으로 무선 방송채널에 방송하고, 클라이언트들은 자신

이 요청한 CCR 문서를 무선 채널에 액세스한 후 검색하여 다운로드한다. 따라서 각 클라이언트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이 무선 

채널에 액세스하여 CCR 문서를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무선 방송 시스템은 임의의 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다. 

헬스 데이터에 대한 연속성과 클라이언트의 확장성을 확보한 CCR 기반의 무선방송시스템은 방송되는 모든 CCR 문서에 대

해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중요한 문제인 긴급한 헬스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5-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R 문서에 대해 긴급성을 설정하고, 긴급한 문서는 다른 문서보

다 클라이언트들이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헬스 케어 서비스가 헬스 데이터에 대한 연속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장성, 긴급한 헬스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들이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 채널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CCR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CCR 문서들에 대해 긴급도를 적용하여 긴급 CCR 문

서와 평이 CCR 문서로 나누고, 긴급 CCR 문서와 평이 CCR 문서를 각각 다른 무선 채널에 방송하여 클라이언트들이 긴급 문서

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멀티 채널에서 클라이언트들이 긴급 CCR 문서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분산 인덱스 DICD(Distributed Index for CCR Document)를 설계하고, 멀티 채널에서 클라이언트들이 DICD를 이용하

여 CCR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연속적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CCR 규격에 관한 관련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 멀티채널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효율적인 CCR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긴급 CCR 문서와 평이 CCR 문서 구분 방법, CCR 문서의 

인덱싱 기법, 그리고 CCR 문서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4장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구현한 후 기존 연구들과 비교를 통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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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결론을 5장에서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CCR (Continuity of Care Record)

CCR 규격은 환자의 건강 정보 기록에 대해 기관들 사이에서 연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건강 정보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 AAFP, MMS, HIMSS, ASTM 과 같은 기구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의료 정보 표준 중의 하나이다[8]. 

CCR은 환자의 건강 정보를 환자,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의료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줄 수 있

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진료를 막아 의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환자 진료 또는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를 다양하

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환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헬스케어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각 의료 

기관들에서 발생한 의료 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험 정보나 건강상태 정보, 또는 의료 지시등의 의료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CCR을 통해서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를 이용한 통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하다. 

CCR은 XML 기반의 표준으로서 Fig. 1에 보인 것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CCR 문서의 헤더에는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를 가

지며, 진료 의뢰에 대한 정보와 문서 고유의 ID, 문서를 작성한 목적 등의 정보를 유지한다. 바디에서는 보험에 대한 정보, 사전 

의료 지시, 알러지에 대한 정보, 면역에 대한 정보, 투약 정보, 생체 신호 등의 다양한 의료 정보를 포함한다. 

Fig. 1. The schema of CCR document

3. 멀티 채널을 이용한 CCR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본 논문에서 설계 구현하는 멀티 채널을 이용한 CCR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Fig. 2에 제시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헬스

케어 정보인 CCR 문서를 발급하는 CCR 문서 제공자로서 의료기관 EMR 시스템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와 방송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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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lthcare service using multi channel wireless broadcasting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는 방송 서버에 CCR 문서의 방송을 요청하고, 방송서버는 CCR 문서 제공자에게 CCR 문서를 요청하

여 발급받아 긴급 문서와 평이 문서로 분류하여 긴급 채널과 평이 채널로 나누어 방송하여 클라이언트가 빠르게 긴급 CCR 문서

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하고 효과적인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3.1 긴급 CCR 문서와 평이 CCR 문서 분류

클라이언트는 CCR 문서를 위한 n개의 의료정보항목 
…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의료 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n

비트의 의료 정보 요청 비트스트링 B를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if  

 
, for  ≤  ≤  (1)

여기서,  은 의료정보 요청 비트스트링의     번째 비트 값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는 생성된 의료정보 요청 비트스트링 B를 방송 서버에 전송하여 CCR 문서를 요청한다. 방송서버는 환자 

ID(PatientID)와 비트스트링 B를 의료기관 EMR 시스템 또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에 전송하여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의료정

보에 대한 CCR문서를 요청하고, 의료 기관 EMR시스템 또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는 CCR 문서를 발급하여 방송서버에 전

송한다. 

방송서버는 의료정보 항목 의 긴급성에 따라 가중치 를 부여하고,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의료정보 요청 비트스트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CCR 문서에 대한 긴급도 U를 결정한다. 

  
  



  (2)

긴급도가 결정된 CCR문서들을 긴급도에 따라 정렬하여 상위   퍼센트 이내의 문서는 긴급 CCR 문서( , urgent 

CCR Document)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문서는 평이 CCR 문서( , plain CCR Document)로 결정한다.

긴급 CCR 문서의 액세스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선 데이터 방송 채널을 긴급 채널   (Urgent Channel)와 평이 채널(Plain 

Channel) 로 구분하여 긴급도가 높은 CCR 문서는 에 방송하고, 그렇지 않은 CCR 문서는 에 방송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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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의 수보다 작기 때문에   문서를 방송하는   채널의 방송주기가   채널의 방송 주기보다 짧게 된다. 따

라서 긴급 CCR 문서 의 액세스 시간이 평이 CCR 문서의 액세스 시간이 짧아 효율적으로 CCR 문서를 액세스할 수 있다.

3.2 CCR 문서 방송을 위한 분산 인덱스

무선 방송 채널에서 CCR문서의 효율적 액세스를 위해서 각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CCR 문서의 방송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인

덱스 DICD(Distributed Index for CCR Document)를 CCR 문서와 같이 방송하며, DICD는 Patient Table(PT)과 CCR Time 

Table(CTT)로 구성된다. 

PT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CCR 문서가 긴급 CCR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클라이언트가 어떤 채널에서 자신이 요청한 

CCR 문서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   〉  (3)

여기서, PatientID는 클라이언트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한 ID이고,  는 와 를 구분하기 위한 ID로서  의 값이 

1이면 를 의미하고, 0이면 를 의미한다. 는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CCR 문서들의 방송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테

이블(CTT, CCR Time Table)의 방송 시간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CCR문서들의 방송정보를 유지하는 CCR Time Table(CT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4)

여기서, 는 CCR Document Object ID로서 CCR문서의 고유한 ID이며, 은 해당 CCR 문서가 방송되는 시간 정보이다. 

채널 에서의 는 긴급 CCR문서에 대한 방송 시간 정보를 유지하고, 채널 에서의 는 평이 CCR문서에 대한 

방송시간 정보를 유지한다. 

3.3 CCR 문서 방송 채널 구조

방송서버가 명의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개의 CCR문서를 k개의 긴급 CCR 문서와 p개의 평이 CCR 문서로 나누어, 긴급 

CCR 문서는 방송 채널 에 방송하고, 평이 CCR문서는 방송채널 에 방송하며 각 방송 채널은 인덱스와 CCR 문서가 

스케줄링된다. 

긴급채널   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덱스 테이블인 PT와 CTT와 함께 k개의 긴급 CCR문서가 주기적으로 방송된다.

     ⋯    on  (5)

평이채널 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인덱스 정보인 CTT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이 CCR문서를 m 등분하여 m개의 문

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다음과 같이 인덱스 테이블 CTT와 함께 그룹의 평이 CCR문서가 주기적으로 방송된다. 

    ⋯    for each group 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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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10, k=2, p=8일 때, 10명의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CCR 문서를 방송하는 긴급채널과 평이채널 구조의 예를 보인

다. 긴급채널은 분산 인덱스 DICD의 인덱스 테이블 PT와 긴급 CCR 문서를 위한 CTT를 포함하고, 평이채널은 평이 CCR 문서

를 위한 CTT를 포함한다. 

Fig. 3. Urgent channel and plain channel for broadcasting CCR documents

3.4 방송채널에서 CCR 문서 검색

클라이언트는 두 채널 과 에 방송되는 CCR 문서들 중에서 자신이 요청한 CCR문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한다. 모

든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CCR문서가 어느 채널에서 방송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긴급채널 에 액세스하여 

인덱스 테이블 PT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문서 검색을 시작하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CCR문서를 다운로드한다.

(1 단계) PT에서 자신의 PatientID를 포함하는 튜플을 통해  와  를 확인하여 CCR 문서가 방송되는 채널과 CTT가 방

송되는 시간 정보를 확인한다.  가 1이면 시간  에 에서 CTT에 액세스 하고, 0이면 에서 CTT에 액

세스한다.

(2 단계) 액세스한 CTT에서 자신의 PatientID를 포함하는 튜플을 통해 는 CCR Document Object ID  와 CCR문서의 

방송시간 을 저장하고, 대기모드로 전환하여 기다린다.

(3 단계) 자신이 요청한 CCR문서가 방송되는 시간 에 방송 채널에 액세스하여 CCR 문서를 다운로드한다. 

4. 성능평가

4.1 성능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현

본 논문에서 설계 제안한 멀티 채널 데이터 방송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를 구현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테스트베드의 구현은 이산 시간 이벤트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SimJava를 사용하여 JAVA 기반으로 진행

하였고, 테스트베드는 EMR 서버와 방송 서버, 두 개의 방송채널, 그리고 1000개의 클라이언트가 구현되었다. 테스트베드에서 

각 클라이언트가 방송 서버에 자신이 원하는 CCR 문서를 요청하면, 방송 서버는 EMR 서버에 CCR 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반

환받아 긴급도를 결정하여 인덱스와 함께 긴급 채널과 평이 채널 중 한 채널을 선택하여 방송한다. 클라이언트는 두 채널에서 자

신이 요청한 CCR문서의 방송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문서를 다운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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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는 CCR 문서의 한 예를 보이며, 성능평가에 사용된 CCR 문서의 항목은 Fig. 4(b)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7개의 항

목의 긴급도를 설정하고 다른 항목들의 긴급도를 0으로 설정하였다. 클라이언트가 CCR 문서를 요청하면, 설정된 CCR 문서의 

항목들의 긴급도를 기반으로 문서 전체의 긴급도를 설정한다. 성능평가를 위해서, 각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CCR 문서의 크기

는 8K byte가 되도록 일정하게 하였다.

Fig. 4. An example of CCR document and the urgency of its items

성능평가를 위해서 긴급문서를 선택하는 기준인 긴급문서비율 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CCR 문서

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인 액세스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무선 채널에서 CCR 문서를 전달하는 최소

의 논리단위인 버켓(bucket)의 크기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액세스 시간이 다른 시스템에 

대해 우수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성능검증을 위한 비교 대상으로서 CCR문서를 싱글(single) 채널로 방송하는 시스템을 구현

하여 싱글 채널과 멀티채널일 때의 액세스시간을 비교하였고, 기존 연구인 Exponential 인덱스를 적용한 시스템을 구현하여 인

덱스가 바뀌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였다[9]. 설계된 인덱스 DICD의 구현을 위해서, PatientID, CCR Document Object ID는 8

바이트 정수를 사용하였고, 시간 정보는 8바이트 실수를 사용하였다. 구현된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멀티채널 데이터 방송을 이

용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4.2 액세스 시간 비교

액세스 시간은 클라이언트가 CCR 문서를 요청하여 무선채널에서 다운로드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며, 제안된 시스

템이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빨리 CCR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를 평가하는 성능지표이다. 비교를 위해 액세스

시간을 CCR 문서를 다운로드할 때까지 클라이언트가 대기하는 버켓의 수로 표시한다.

첫 번째로 멀티채널과 싱글채널을 이용한 액세스시간을 비교하고 인덱스 기법을 다르게 했을 때 액세스시간을 비교한다. Fig. 

5는 긴급문서비율 가 30%이고, 버켓의 크기가 64 바이트일 때, 액세스 시간을 보인다. 여기서, DICD는 제안된 멀티채널 

CCR 문서 방송시스템이고, DICDS는 DICD와 동일한 인덱스를 적용하고 싱글 채널로 구현된 방송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EXP는 Exponential 인덱스를 적용한 CCR 문서 방송시스템이다. 제안된 멀티 채널 시스템 DICD의 액세스 시간이 싱글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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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시스템의 액세스시간보다 우수하다. 이것은 멀티채널을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긴급도가 높은 CCR 문서를 방송하는 긴

급채널의 방송주기가 평이채널보다 짧기 때문에 긴급도가 높은 CCR 문서를 다운로드하려는 클라이언트의 액세스시간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산인덱스 기법을 이용하는 EXP 인덱스를 적용한 시스템이 제안된 DICD 보다 긴 액세스시간을 보

이는데 이것은 EXP 인덱스 기법이 CCR 문서에 대한 인덱스 정보를 채널에 중복적으로 방송함으로 방송채널의 방송주기가 길

게하기 때문이다. 

Fig. 5. The comparison of the access time between the proposed system and others

두 번째로, 버켓의 크기에 따른 액세스시간을 비교한다. 버켓의 크기는 방송 채널에서 CCR 문서를 전달하는 논리적인 기본 

단위로서 다양한 크기로 버켓을 구성할 수 있다. Fig. 6은 긴급문서 비율이 30%일 때 다양한 버켓 크기에 따른 각 방송 시스템에

서의 액세스시간을 보인다. 버켓의 크기는 64바이트, 128 바이트, 256 바이트로 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하였고, 각 버켓의 크기에 

대해서 제안된 시스템 DICD 가 액세스시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이것은 버켓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멀티채널을 이용했

을 때의 장점과 분산 인덱스 기법으로서의 DICD의 장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된 방송시스템 DICD는 다양

한 방송 환경에서도 클라이언트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CCR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6. The access time according to changing the size of the 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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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다양한 긴급문서의 비율에 대해 제안된 CCR 방송시스템의 액세스시간을 비교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우수성을 검

증한다. Fig. 7은 버켓의 크기가 64 바이트일 때 긴급문서의 비율을 10%에서 40%까지 변화시킨 경우의 클라이언트의 액세스시

간을 보인다. Fig. 7을 통해서 긴급문서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액세스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긴급문서 비율

이 낮아질수록 싱글 채널을 이용한 방송시스템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며, 클라이언트의 CCR 문서 액세스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문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7. The access time according to changing the urgency rate of CCR documents

5. 결 론

본 논문은 멀티 채널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CCR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여, 헬스 케어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인 헬스 데이터에 대한 연속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장성, 긴급한 헬스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들이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CCR 문서들을 긴급 CCR 문서와 평이 CCR 문서

로 나누고 각각 다른 무선 채널에 방송하여 클라이언트들이 긴급 문서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산 인덱스 DICD

를 설계하여 클라이언트들이 긴급 CCR 문서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기위해

서 테스트베드를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성능평가를 통해서 제안된 시스템이 기존 연구들에 비

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액세스시간이 짧아 자신들이 원하는 CCR 문서를 빠르게 다운로드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성능검증을 위한 

비교 대상으로서 CCR문서를 싱글 채널로 방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싱글 채널과 멀티채널일 때의 액세스시간을 비교하였

고, 기존 연구인 Exponential 인덱스를 적용한 시스템을 구현하여 인덱스가 바뀌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멀티

채널과 싱글채널을 이용한 액세스시간을 비교하고 인덱스 기법을 다르게 했을 때 액세스시간을 비교하여 제안된 시스템이 짧은 

액세스시간을 가짐을 검증하였고, 두 번째로, 버켓의 크기에 따른 액세스시간을 비교하여 다양한 버켓 크기에서도 제안된 시스

템이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긴급문서의 비율에 대해서도 제안된 CCR 방송시스템이 우수한 액세스시간을 

가짐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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