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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는 량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장되며, 송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량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 으로 리하는 기술,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그 , GridFTP는 고속
으로 데이터를 송하기 해 연구되고 있는 기술로, 병렬연결들을 생성하고 이들을 통해 동시에 데이
터를 송함으로써 보다 빠른 송을 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드 환경의 VO 간에 데이터를 병렬로 
송하는 응용 로그램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VO 간에 소켓 연결 수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각 연
결들 간에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켓 연결들 간의 간섭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
하고, 한 응용 로그램에 의해 생성되는 병렬연결이 할당받게 될 역폭을 측함으로써, VO 간의 
병렬 송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의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자연 과학 분야 등에서 생성되는 량의 데

이터를 하나의 스토리지에 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므로, 이러한 량의 데이터를 장하기 하여 지역

으로 분산된 여러 스토리지를 이용하며, 필요한 시 에 데

이터에 근하는 환경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분산된 스토리지를 리하는 시스템은 서로 다

른 리 시스템 간에 호환될 수 없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그리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연구

되고 있으며,  세계 통합 데이터 리를 목 으로, 지역

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리,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고 있다[1]. 이러한 데이터 그리드는 분산된 

량의 데이터를 역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다 안 하고 

효율 으로 송하기 해 GridFTP를 이용하고 있다. 

GridFTP는 고성능의 데이터 송을 해 연구되고 있

는 기술(TCP tuning 등)들  하나로, 데이터 병렬 송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2]. 그러나 그리드 환경에서 VO 간

에 데이터를 병렬로 송하는 응용 로그램들이 증가하

게 되면, VO 간에 소켓 연결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

서 각 소켓 연결들 간에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켓 연결들 간의 간섭을 실험

을 통하여 분석하 으며, 한 응용 로그램이 병렬연결을 

수행함으로써 할당 받게 될 역폭을 측하 다. 이로 인

해, VO 간의 병렬 송 제어 메커니즘 연구의 토 를 마

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병렬 

송 메커니즘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병렬 송의 

간섭 상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 다.  4장에서는 분석 내

용을 바탕으로 응용 로그램에 할당될 역폭을 측하

으며,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에 해 논한다.

2. 련연구

2.1 데이터 송 성능 향상을 한 기술  

(1) 커  수 의 제어 알고리즘 변경[5]

TCP 혼잡 제어(Congestion Control) 는 흐름제어

(Flow Control) 알고리즘을 수정함으로써 데이터 송 성

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다. 를 들어, slow-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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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ssthresh 값을 높게 설정한다든지, 혼잡 회피 단

계에서 CWND(Congestion Window Size)의 증가량을 달

리하여 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일컫

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커  벨의 소스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의 커 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

에 수정이 어렵다는 단 을 가진다. 

(2) TCP buffer tuning[5]

고성능의 원거리 네트워크에서 TCP 버퍼 크기를 당

하게 조 함으로써 데이터 송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이다. 이 기술은 TCP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장 을 가지

고 있으나, 반면에 한번 조 한 TCP 버퍼의 크기는 고정

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 상태가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성

능 향상을 기 하기 어렵다는 단 을 가진다. 한, TCP 

버퍼 크기를 조 하기 해서는 문지식을 갖춘 문가

를 필요로 하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최근에는 여러 가지 Auto TCP Buffer 

Tuning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3) PSockets[6]

Psockets은 C++ 라이 러리로, 송신측과 수신측 간에 

병렬 소켓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설정된 연결의 개수

만큼 나 어 동시에 각각의 연결로 송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TCP tuning의 단 을 보완함과 동시에 고

성능의 원거리 네트워크에서 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그리드의 핵심 기술인 GridFTP 에서도 이

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응용 로그램이 Psockets를 이용하여 병

렬로 데이터를 송할 경우 이들 간에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은 병렬 소켓 연결들로 데이터를 송

하는 응용 로그램이 네트워크 역폭을 부분 유하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2 Parallel Sockets (PSockets)

그림 1은 Parallel Sockets(PSockets)가 송 능력이 향

상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Parallel Sockets

sourcesource destinationdestination

sourcesource destinationdestination

ACK

ACK

(a) 일반적인데이터전송

(b) Parallel Socket을 이용하여데이터전송

그림 1의 (a)는 기본 TCP buffer size에서 단일 소켓 

연결을 이용하여 두 호스트 간에 데이터가 송되는 상태

를 나타내고 있으며, (b)는 병렬 소켓 연결을 이용하여 데

이터가 송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4]. 

TCP는 송한 데이터의 ack를 받기 까지 다음 데이

터를 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1의 (a)와 같이 네트워크 

역폭을 제 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그림 1

의 (b)를 보면, 비록 TCP buffer를 tuning 하지 않더라고 

세 개의 소켓 연결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함으로써 네

트워크 역폭을 효율 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다. 

3. 실  험

3.1 실험 환경

KOREN 155M 백본 망과 100Mbps fast ethernet을 사

용하는 네트워크에 4 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아래 그림3

과 같은 환경을 구성하 다. 

m0와 x1은 A지역에 치해 있으며, RedBox와 MC는 

B지역에 치해 있다. A지역과 B지역 간의 거리는 약 

50Km이다. B지역에 치해 있는 호스트, RedBox와 MC의 

성능은 Pentium III 800MHz 이며, A지역에 치해 있는 

두 호스트, m0와 x1의 성능은 Pentium III 733MHz 이다.

(그림 3) 실험 환경 

3.2 병렬 스트림 간의 간섭 상

응용 로그램에서 생성한 병렬 소켓 연결들로 데이터

를 송할 경우, 이들의 간섭 상을 분석하기 해 x1에서 

MC로 200MB의 데이터를 병렬로 송시키고, 데이터가 

송되는 도 에 m0에서 RedBox로 병렬 소켓 연결을 설

정하고 200MB 데이터를 송하 다. 각 실험마다 x1은 

SC64(64개의 소켓 연결)로 데이터를 송시켰고, m0은 

SC2(2개의 소켓 연결)에서 SC64로 연결 수를 변경시키며 

데이터를 송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니퍼를 이용하여 

각 응용 로그램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용률을 측정하

다. 그림 4-7은 실험 결과들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두 호스트가 각각 SC64와 SC2로 데이터 

송 시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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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그래 는 m0에서 SC2로 데이터를 송할 경

우, x1의 병렬 소켓 연결들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험에서 x1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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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약 96%를 이용하 고, m0는 약 3% 정도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호스트가 데이터 송을 시작한 

후 약 20  동안 x1의 응용 로그램은 높은 이용률을 기

록하는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반에 SC2을 이용

하는 m0의 응용 로그램은 네트워크를 거의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x1이 m0의 소켓 연

결들에게서 간섭을 거의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4의 그래 에서 약 20  이후부터는 m0의 네트워크 

이용률이 평균 92%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x1이 송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림 5> 두 호스트가 각각 SC64와 SC16로 데이터 

송 시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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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그래 는 m0에서 SC16으로 데이터를 송할 

경우 x1의 데이터 송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송 시작부터 x1

의 송이 끝나는 24  지 까지 x1에서 사용하는 네트워

크 이용률은 평균 76%를 기록했으며, m0에서는 평균 

28%를 기록하 다. 그림 4의 x1이 네트워크의 약 96%를 

이용했던 것에 비하면, 이용률이 폭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0의 SC16에 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5의 24  지 에서 두 호스트의 네트워크 이용률

이 서로 교차되는 상을 볼 수 있다. 두 그래 가 곡선을 

이루면서 증감하는 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데이터 송

을 해 생성된 쓰 드들이 시간차를 두고 종료하기 때문

에 나타나는 상이라 분석할 수 있다. 즉, x1에서 쓰 드

가 순차 으로 종료되면서 확보했던 네트워크 역폭을 

반환하게 되고, m0은 반환된 네트워크 역폭을 이용함으

로써 이용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6의 실험에서 x1의 네트워크 이용률은 평균 48%

로, m0의 네트워크 이용률은 약 50%로 측정되었다. 즉, 

두 호스트에서 같은 개수의 소켓 연결을 이용함으로 네트

워크의 역폭이 1/2씩 이용되었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x1과 m0가 SC64와 SC2를 

이용할 경우 네트워크 이용률은 평균 96%와 3%로 측정

되었고, SC64와 SC16의 경우에는 평균 76%와 28%, 

SC64와 SC32의 경우에는 58%와 40%, SC64와 SC64의 

경우에는 평균 48%와 50%의 네트워크 이용률이 측정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 인 소켓 연결의 총 개수 에 

재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소켓 연결의 개수의 비율로 네

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역폭은 생성된 소켓 연결 간에 공평하게 나 어 사용하

는 것으로 이번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그림 6> 두 호스트가 각각 SC64와 SC64로 

데이터 송 시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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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폭 할당 값 측 모델링

그리드에서는 기 과의 자원 공유를 해 새로운 가상 

조직이 구성되는데, 이를 VO (Virtual Organization) 라 

하며, PKI 기반의 상호 보안 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안

이 보장된다. 

그림 7은 VO 단 에서 병렬로 데이터를 송할 때, 도

메인 간의 연결 리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VO 

에는 도메인 i와  다른 도메인 j가 존재하고, 두 도메인 

간에는 병렬연결을 리하는 Para- llel Transfer Control 

Manager(PTCM)가 존재한다. 각 도메인 안에는 여러 호

스트가 존재하며, 각 호스트에는 병렬 송을 지원하는 응

용 로그램이 실행된다고 가정한다.

한 호스트가 다른 도메인의 한 호스트에 데이터를 

송하고자 할 때, 송신측 호스트는 데이터 송에 필요한 

역폭을 PTCM에게 신청하고, PTCM는 서비스 벨을 

고려하여 몇 개의 소켓 연결을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한 정보를 송신 호스트에 알려 다. 송신 호스트는 수신한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측과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

를 송한다. 데이터 송이 완료되면, 설정된 연결의 종

료를 PTCM에게 통보하고, PTCM은 병렬 송에 한 

정보를 갱신한다. 

<그림 7> 데이터 병렬 송을 한 연결 리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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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간에 설정된 연결들은 네트워크 역폭을 1/n

로 공평하게 나 어 할당 받는 특성을 가지므로 새로운 

연결이 생성되면, 기존의 연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역폭

이 감소하는 상이 나타난다. 이는 3장의 실험을 통해서

도 증명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연결이 설정되면, 연결간의 

간섭을 측하여 기존의 연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역폭

을 측할 수 있다.

도메인 i(Di)와 도메인 j(Dj)에서 재 데이터 송을 

해 실행 인 응용 로그램(t)의 소켓 연결 수를 A t ij
라 

하면, Di와 Dj간에 송되는 모든 소켓 연결 수의 합, 

V k
 는 다음 식 ①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V k=∑
∀t
A t ij

 ... ①

이때, Di 와 Dj 간에 응용 로그램(n)에서 새로 생성

될 소켓 연결의 수를 A n ij
 라 하면, 새로 생성될 소켓 

연결들이 할당받을 수 있는 역폭(Bandwidth for New 

Allocation :BNA)은 식 ②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BNA=B ×
A n ij

V k+A n ij

 ... ②

(B : Di 에서 Dj 까지의 네트워크 대역폭)

따라서 식②를 이용하여 응용 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역폭을 획득하기 해 연결의 수를 다음 식 ③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A n ij
=
V k×BNA

B-BNA
 ... ③

기존의 연결들이 새로운 연결에 의해 간섭을 받게 되

므로, 기존 연결들이 이용하던 역폭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연결의 서비스 벨에 따라 역폭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켓 연

결의 서비스 벨에 따라 역폭을 할당하기 해서는 새

로운 연결의 생성된 이후, 기존 연결들이 사용하게 될 

역폭을 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모든 응용 로그램들 사용할 수 있는 역폭 

측값(Interfered Bandwidth:IB)은 다음 식 ④로 계산될 

수 있다.

IB=B ×
V k

V k+A n ij

  .... ④

그러므로 기존에 데이터를 송하던 한 응용 로그램

이 새로운 연결이 발생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역폭은 

식 ⑤로 얻을 수 있다.

AB(A t ij
) = IB×

A t ij

V k

 ... ⑤

다음 그림 8은 m0에서 새로운 연결의 생성 후, x1의 

기존 연결들과 m0의 새로운 연결들이 사용하는 역폭을 

의 식 ②와 ④를 이용하여 구한 측값과 비교한 그래

이다. x1과 m0의 막 그래 는 그림 4-6의 각 실험에서 

두 호스트가 데이터를 동시에 송하는 동안 측정된 결과

를 평균한 값이다. 선형 그래 는 새로운 연결과 기존 연

결의 측된 역폭이다. 

<그림 8> 실제 사용 역폭과 측 역폭의 비교

실제 측정 대역폭과 예측 대역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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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x1이나 m0의 실제 측정된 역폭과 측

값 BNA와 IB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호스트 간의 연결의 수를 통하여 역폭의 제어가 가

능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TCP 버퍼를 튜닝하거나, TCP 제어 알고

리즘을 수정하는 등의 커  벨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

더라도 데이터 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병렬 송기

술을 알아보았다. 

한, 병렬 송 시 소켓 연결들 서로 간에 간섭 상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을 분석하 다. 이를 토

로 새로운 연결이 데이터 송 인 연결들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를 측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 다. 

한 원하는 역폭을 획득하기 해 필요한 연결의 개수를 

측할 수 있었다. 즉, 소켓 연결들의 개수를 이용하여 원

하는 네트워크 역폭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VO 간의 데이

터 병렬 송을 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연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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