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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통신 매체의 등장과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토콜의 확장이 쉽게 가능하
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토콜 스택을 구성해낼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
러나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구성된 프로토콜이라 할지라도 네트워크의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할 수
없다면 시스템의 성능 저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에
서 네트워크의 변화하는 환경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TCP를 대상으로 적절한 변종의 선택을 결정하여 주
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적합성을 평가하였고 다양한 네트워
크 상황이 주어졌을 때 표준 TCP와 비교하여 최대 80~194%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1. 서 론1

능, 신뢰성, 시간제약, 보안 등과 같은 속성을 요구하면
시스템은 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작은 단위의 모듈들
을 조합하여 실행 시간에 동적으로 프로토콜 스택을 구
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변화하
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프로토콜의 성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특히, TCP의 경우는 처음 설계될 당시의
가정들이 오늘날 새로운 망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등
장하면서 이들을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제안되어 왔기 때
문에 망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프로토콜의 적응에 있
어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TCP를 망의 환경에 적응 시키기 위해 프로토콜 모듈을
Slow Start, Congestion Avoidance, Error Recovery로
분류하고 네트워크의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한 모듈의 선
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결정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은
TCP의 구성에 있어서 각 모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3장은 제안된 기법으로 인해 예상되는
성능의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
을 내리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유선 망뿐 아니라 무선
망, 위성 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신 환경들이 발전되
어 왔다. 그에 따라 이동성이 부여된 소형 컴퓨팅 장치
형태의 단말들이 등장하였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애플
리케이션의 종류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통신 환경의 변
화는 여러 네트워크 자원의 결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매
우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에 발 맞추어 단말들의 네트워크 시스템 또한 애플리케
이션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네트워크의 환경 변화에 적절
히 대응 가능하도록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져야 할 필요
가 있다.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시스템들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TIP, ADAPTIVE, F-CSS
등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제안되었는데, 이러한 시스템들
은 1)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토콜이 추가되어야 할 때 쉽
게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가지며, 2)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토콜 스택을 동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1].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번째 특징, 즉 동적으로 프로토콜 스택을 구성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용자(또
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언 2. 프로토콜 구성을 위한 모듈 결정 방법
급한 시스템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이 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결정 메커니즘의 목적은 네트워
크의 환경을 추정한 뒤, 그 정보를 바탕으로 TCP를 적절
하게 적응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상태를 표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R01-2004-000-1058
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연시간(round-trip delay),
8-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지연시간의 양방향 간 비 대칭률(asymmetric ratio), 손
thru _ 3 = q0 − qSS + qCA − qER
실률(loss rate), 손실 패턴(loss pattern)의 네 가지 파라
thru _ 4 = q0 − qSS − qCA + qER
미터를 사용하였다. 이 각각의 정보에 대한 측정 기법들
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는 각 기법들의 정확성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는 각 정보 이 식을 풀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각 모듈의 영
들이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향력을 구해낼 수 있다.
일단 네트워크의 환경을 네 가지의 파라미터를 통해 측
2
qSS
정하였으면 현재 상황에 적합한 TCP 모듈을 선택해야
xSS ' s impact = 2
2
2
qSS + qCA + qER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정이 있다. 먼
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여러 TCP 변종들의 처리
2
qCA
량(throughput) 정보를 측정하여 프로토콜의 성능 데이
xCA ' s impact = 2
2
2
qSS + qCA + qER
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이나 도는 실제
2
qER
네트워크 망에서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측정
xER ' s impact = 2
2
2
된 값은 다음과 같이 처리량의 기대 값으로 나타낸다.
qSS + qCA
+ qER
Expected Throughput( SS _ i , CA _ j , ER _ k ) ( RD, AR, LR, LP)

구해진 영향력은 프로토콜의 모듈 조합 시 성능에 높은
이득을 미치는 것으로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
이것은 즉 i 번째 Slow Start 모듈, j 번째 Congestion 어 한 시스템이 [SS_1, CA_1, ER_1]의 조합을 가지는
Avoidance 모듈, k 번째 Error Recovery 모듈로 조합된 TCP를 사용하며 각 모듈의 영향력이 현재 환경에서 각
TCP가 사용되는 시스템에서 기대되는 처리량을 의미하 각 80%, 15%, 5%라고 한다면, 이것은 SS_1가 아닌
며, 이 때 주어지는 인자는 각각 Round-trip Delay(RD), SS_2로 조합했을 때 기존보다 약 80%의 성능 향상이
Asymmetric Ratio(AR), Loss Rate(LR), Loss Pattern 기대된다는 의미가 된다.
(LP)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ANOVA[5]를 이용하여 주어진 처리량 3. 성능 평가
에 대한 각 메커니즘의 영향 정도를 판단한다. 현재 시스 이번 절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NS-2[6]
템에 SS, CA, ER 별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듈이 존재 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결정 메커니즘을 평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논문의 서론
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변수의 정의가 가능하다.
부분에서 언급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TCP의 부분 재조합
을 지원해준다는 가정하에, TCP의 변종들만을 사용하여
⎧ −1 for SS _1
xSS = ⎨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예를 들어, Reno에서 SS
⎩1 for SS _ 2
모듈이 BW-Estimate로 바뀐 경우와 처리량 비교를 하
⎧−1 for CA _1
기 위해서는 단순히 Westwood와 비교하면 된다. 이 관
xCA = ⎨
계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표 1에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1
for
CA
_
2
⎩
변종들과 그에 대응하는 모듈들을 정리하였다.
⎧−1 for ER _1
네트워크의 환경의 변화는 표 3에 정리하였으며, 하나
xER = ⎨
⎩1 for ER _ 2
의 시나리오에서 한 번에 100초씩 같은 실험을 100번
반복하여 평균 처리량을 얻어내었다. 그 후, 2절에 설명
한 방법에 따라 각 환경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이 변수를 이용하여 처리량의 기대 값 y는 다음과 같이
모듈을 결정하였다.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q0 는 y의 평균 성능이 되며, 나
표 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TCP 변종
머지는 각 모듈의 영향 정도를 나타낸다.

y = q0 + qSS xSS + qCA xCA + qER xER

TCP
Variant

Slow
Start

Congestion
Avoidance

이제 세 변수의 값들과 위 식을 조합하여 아래의 네 새
식을 도출할 수 있다.

Reno

Heuristic

AIMD

SACK[4]

Heuristic

AIMD

thru _1 = q0 − qSS − qCA − qER

BI[3]

Heuristic

Binary
Search

thru _ 2 = q0 + qSS − qCA − qER

Westwood[2]

Bandwidth
Estimate

AIMD

Error
Recovery
Duplicate
ACK
Duplicate
ACK
Selective
ACK
Duplicate
ACK

표 2. 각 시나리오 별 최대 처리량 증가율 및 모듈 별 영향력 요약
Maximum
Throughput
Improvement

Average
Impact of SS

Average
Impact of SS

Average
Impact of SS

Main
Reconfigured
Instance

Scenario 1

192%

2.85

97.08

0.07

Binary Search

Scenario 2

194%

5.94

93.95

0.11

Binary Search

Scenario 3

80%

18.99

45.69

35.32

Binary Search

Scenario 4

102%

17.23

41.34

41.43

SACK

2200

7000

10000

10000

2000

4000

3000

2000

Average throughput (Kbps)

TCP Reno
proposing scheme

5000

1600

TCP Reno
proposing scheme

1400
1200
1000
800
600
400

Average throughput (Kbps)

TCP Reno
proposing scheme

1800

Average throughput (Kbps)

Average throughput (Kbps)

6000

1000

TCP Reno
proposing scheme

1000

1000

200
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
0.01

100

0.1

1

10

100

Delay asymmetric ratio

Round-trip propagation delay (ms)

100
0.00

0.02

0.04

0.06

Loss rate (uniform error)

0.08

0.10

0.00

0.02

0.04

0.06

0.08

0.10

Loss rate (two-state Markov error)

그림 1. 평균 처리량 그래프 : TCP Reno 와 제안된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특정 환경에 적응된 TCP 조합과의 비교

표 3. 각 시나리오 별 네트워크 파라미터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4

Bandwidth
Roundtrip delay
Asymmetric
ratio

10 Mbps

10 Mbps

10 Mbps

10 Mbps

20~500
ms

20 ms

20 ms

20 ms

1.0

0.01~
100

1.0

1.0

Loss rate

0.001

0.001

0.001~
0.3

Error
model

uniform

uniform

uniform

0.001~
0.3
2 state
Markov

실험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정리하였다. 먼저 시나리
오 1에서는 지연시간의 변화에 따른 TCP의 적응을 보여
주고 있는데, CA에 의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Binary-search 혼잡 제
어 기법이 높은 BDP(Bandwidth-Delay Product)망을
대상으로 제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2는 비 대
칭 환경에 적합한 변종이 실험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
에 보유한 모듈 중 높은 것을 선택한 것이며, 시나리오 4
에서는 예상대로 ER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즉, 대부분의 환경에서 Reno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듈
이 존재하며, 이는 환경에 따른 TCP의 적응이 잘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TCP를 적응시

키기 위한 결정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유연성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
에 기반하여 프로토콜을 조합한 반면, 본 논문에서는 손
실률 등과 같은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기반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TCP 전송 알고리즘이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며,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듈을 대상으로 성능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거쳐
결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결정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TCP Reno에 비해 최대
80~194%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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