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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d Hoc 무선망은 기존 인프라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에 

TCP 의 혼잡(Congestion) 제어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TCP 에 무선망의 요소와 거리에 따른 

노드 홉수의 영향을 반영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TCP 를 개선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혼잡의 

원인을 구별하여, 패킷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서론 

Ad-Hoc 무선망 네트워크(Mobile ad-hoc network)

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단말

의 이동에 따른 제약이 비교적 적고, 중앙과의 접속

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이 빠르고 

구축시 비용이 저렴하다. 뿐만아니라 Ad-Hoc 네트워

크는 전시장, 생산 현장, 병원, 응급 구조, 군 통신

망의 재해, 대규모 무선 회의, 센서 통신망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Ad-Hoc 무선망에 대한 연

구는 노드의 이동에 의한 네트워크의 동적변화에 따

른 경로 관리를 위한 라우팅 방식에 관한 연구가 주

요 연구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Ad-Hoc 무선망은 무

선 매체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신호의 간섭, 

잡은, 환경에대한 데이터 손실이 있는 통신상의 제약

이 있다. 

TCP 는 현재 유선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뢰성 있는 전송 프로토콜이다. End-to-End 전달 방

식을 사용하는 TCP 를 이용한 여러 어플리케이션인 파

일 전송, E-mail, 인터넷 검색등을 Ad-Hoc 무선망에

서 사용할 경우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다. Ad-Hoc 무선망은 hop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hop-by-hop 전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Ad-Hoc 망에서의 패킷 손실을 TCP 는 혼잡에 의한 손

실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혼잡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전송을 저하시키며 노드의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

키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d-Hoc 무선망에서 노드의 

경로 재설정시 발생하는 패킷 손실을 네트워크 상

황을 반영해서 최소화 함으로써 Ad-Hoc 무선망에서

TCP 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1 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Ad-

Hoc 무선망에서의 TCP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본다. 3 장에서는 재설정된 네트워크 상황을 반

영해서 패킷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TCP 성능을 개

선하는 TCP-SF(TCP-Selective Feedback) 알고리즘

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고 TCP-F와 성능을 비교하고 5 장에서 

결론으로 끝맺는다. 1

 

2. Ad-Hoc 무선망에서의 TCP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무선망에서 TCP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방안

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거의 셀룰러 

환경에만 적합하고, Ad-Hoc 무선망에는 적합하지 않

 
1 본 연구는 대학 IT연구센터 육성 지원 사업의 연구

결과로써 HY-SDR 연구센터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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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최근에는 Ad-Hoc 무선망에서 TCP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연구 

방안들 중 Feedback 방안과 Heuristic 방안이 있다. 

[4] 

2.1 Feedback 방안 

TCP-F(TCP-Feedback)[2]는 Active 상태와 Snooze 

상태로 구성된 전송제어 방식이다. Active 상태에서

는 TCP 표준에 따라서 제어를 한다. 그리고 중간 노

드가 링크 실패를 감지하면 RFN(Rout Failure Notifi 

cation) 패킷을 소스 노드에게 전송 한다. RFN 을 받

은 소스 노드는 더 이상 패킷을 보내지 않고, 재전송 

타이머와 혼잡 윈도우 (Congestion Window) 사이즈와 

같은 상태 값을 고정시킨 후 ‘SNOOZE’ 상태에 들어

간다. 중간 노드로부터 RRN(Route Reconstruction 

Notification) 패킷을 통해 경로 재설정에 관한 공지

를 받을 때까지 SNOOZE 에 있다가 RRN 을 받으면 다시 

Active 상태로 들어간다. 

TCP-ELEN(Explicit Link Failure Notification)

는 혼잡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로 실패를 방지

하는 Feedback 에 기반한 방식이다. TCP 소스에 경로 

실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응답하는 것

을 피할 수가 있다. TCP 소스가 ELFN 을 받으면, 재전

송 타이머를 중단시키고, stand-by 모드에 들어간다. 

주기적으로 패킷은 네트워크 길이 설정되었는지 알기 

위해 보내어진다. 새로운 ACK(새로운 길이 설정된 것

을 의미)을 받은 이후. 소스는 '스탠바이'에 모드에

서 빠져나와서  전송 타이머를 복원하고, TCP 전송을 

정상적으로 처리한다.[1]   

TCP-BUS[3]는 TCP-F 의 매커니즘이 동일하고, 불

필요한 혼잡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통지 매커

니즘을 사용한다. 경로 실패가 감지되면, 노드는 

ERDN (Explicit Route Disconnection Notification)

을 TCP 소스에 전송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로가 재설

정되면 TCP 소스는 ERSN (Explicit Route Successful 

Notification)을 받게되고, TCP 전송을 재개한다. 

TCP-BUS 는 ERDN 과 ERSN 의 손실에 관해 대처할 수 있

다. 

2.2 Heuristic 방안 

Fixed RTO 는 하위 계층으로부터 피드백이 필요

없다. 대신 경로 실패와 혼잡을 다음과 같이 식별한

다. 타임 아웃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소스는 네트

워크 혼잡이 발생 한 것이 아니라 경로 실패가 일어

났다고 간주한다. 이때 UNACK (Unacknowledged) 패킷

이 재전송 되지만 RTO (Retransmission Timeout) 는 

두 배가 되지 않는다. 경로가 재설정되고 재전송된 

패킷이 도달할 때까지 RTO 는 변하지 않는다. 

DOOR 매커니즘은 각각의 TCP 송신자와 TCP 수신

자의 데이터 패킷 순서와 ACK 의 시퀀스 번호 순서를 

분석해서 경로의 실패/변화를 감지한다. 그리고, 일

시적으로 혼잡 제어 또는 즉시 복구를 무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 두 가지 방안들은 차이가 있지만, 경로 실패와 

재설정을 감지한 후 취하는 조치가 유사하다. 즉, 혼

잡 제어를 일시적으로 중단 시키고, 안전한 TCP 연결

을 유지하기위해 TCP 상태 조절 메커니즘 없이 TCP 

전송을 재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설정된 경

로의 네트워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RTO 와 Congestion 

Window 의 크기를 이전 경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함으

로써 Ad-Hoc 무선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TCP-F

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2.3 Windows Control of TCP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인 TCP 혼

잡 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였다. [5] 

 

CWND + 1 if Diff   < α  
CWND =     CWND - 1 if Diff   > β  

     CWND       otherwise 
 

 

(그림 1) Windows Control of TCP  

 

3. TCP-SF (TCP-Selective Feedback) 방안 

본 절에서는 소스 노드가 패킷 손실의 원인

을 구별하는 TCP-Vegas 의 기반해서 혼잡인 경우

와 채널 에러에 의한 손실인 경우를 구분한다. 
TCP-F 가 선택적으로 경로의 혼잡 상황을 정확

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TCP-SF(Selective 
Feedback)를 제안해서 Ad-Hoc 무선망에서 TCP 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전 알고리즘들은 혼잡이 
발생하면 전송률을 1/2 로 감소시킨 후 재전송을 
하였다. 이러한 전송률 방식은 제공하는 서비스

에 알맞지 못한 방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
른 전송률 기법이 필요하다. 혼잡이 발생했을 때 
이 혼잡이 어떤 혼잡인지 구별해주는 방식이 필
요하다. TCP-Vegas 는 송신자가 패킷 손실의 원인

을 구별하는 Vegas Loss Predictor 에 사용된 알고

리즘이다. 이 TCP-Vegas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

써 패킷 손실의 원인이 혼잡인지, 채널 에러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 혼잡일 경우는 네트

워크의 상황을 반영해서 TCP-F 를 변형해서 TCP
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즉, CWD (Congestion 
Window), SSTHRESH (Slow Start Threshold), RTO 
(Retransmission Timeout) 값들을 사용해서 변형된 
값으로 통신을 한다. TCP-Vegas 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TCP-SF 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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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ith
RTT

BaseRTT
Actual

CWND
BaseRTT

CWND

before

After

×−×+= ))1((
(1) 

Actual
NBaseRTTRTT +=               (2) 

Actual : 현재 전송률 

beforeCWND  : 현재 Congestion Window Size 

BaseRTT : 측정된 RTT 

 

혼잡이 발생 할 경우 식(1), (2)을 사용해서 CWND 값

을 비교해서 큰 CWND 값을 가지고 Threshold 값을 변

형한다. 이 값을 새로 설정된 Ad-Hoc 무선망에 적용

한다.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α
값은 0.75 (새로운 경로의 CWND 값이 이전 경로

의 75% 값인경우)을 의미한다. 
Re-Transmission: TCP-SF 

State == SNOOZE 

REQUEST: RRN 

if (CWND_BEF < CWND_AFT) { 

Re-Transmission Use: TCP-Reno 

CWND = CWND_AFT / 2 

if (CWND > SSTHRESH) { 

    SSTHRESH = (CWND/2) * α  
    CWND = SSTHRESH 

} 

else { 

    SSTHRESH = (CWND/2) * α  
} 

       } else { 

 SSTHRESH = CWND_BEF/2 

 CWND = (CND_BEF /2) * α  
       } 

(그림 2) TCP-SF Retransmission Algorithm 

4. TCP-SF (TCP-Selective Feedback) 실험결과 

4.1 무선망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TCP-SF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Ad-Hoc 

무선망에서 인터넷 트래픽의 처리율을 분석하기 위해 

TCP/Reno 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환경은 다

음과 같다. 무선만의 구성은 임의의 이동 노드들과 

경로를 설정하였다. 전체 대역폭은 512Kb/s 로 설정 

 

 

 

(그림 3) DSR 라우팅 프로토콜이 적용된 

Mobile Ad-Hoc Network 구조 

하였다. 패킷의 크기는 100 bytes 로 하고, 노드간 지

연은 5ms 이다. 또한 무선 Ad-Hoc 망에서 FTP Server 

제공할때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Client (MN)은 4 개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다

운로드 시간은 30 초, 35 초, 40 초, 45 초 각각 5 초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Routing Protocol 은 

DSR 을 사용하였다.   

 

 

(그림 4) OPNET Modeler 11.0 에서의 Wireless Lan 

Mac 모델 

다음은 (그림 4)에서 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다. 

- INIT : 시뮬레이션 초기화 작업 

- BSS_INIT : 모든 노드에 대한 BSS 설정 

- IDLE : 대기 상태 

- DFFER : 프레임 전송전의 ISF 대기상태 

- BAKOFF_NEED : Bakeoff 과정의 수행여부 

- BAKOFF : 랜던으로 측정된 Bakeoff Slot 동안

을 대기하는 상태 

- TRANSMIT : 프레임을 전송하는 상태 

- FRM_END : 프레임 전송 완료 

- WAIT_FOR : 전송한 프레임에 대한 응답요청 

대기 상태 

- SCANN : Roaming 시에 주변 AP 검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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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 

 

 

(그림 5) MN 의 초당 TCP Packet 재전송률  

(TCP-SF vs. TCP-Reno) 

(그림 5)와 같이 TCP-Reno 는 재 전송률이 처음의

1/2 로 돌아가는데 10 초 이상이 걸린다. 하지

만,TCP-SF 는 임계값 α 를 설정해두었기때문에

재전송률이 TCP-Reno 에 비해 더 빠른 것을 확인

할 수가있다. 이것은 TCP-SF 가 손실의 원인에 따

른 재전송률이 선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림 6) TCP-Reno 대 TCP-SF 의 전송률 

Ad-Hoc 무선망에서 FTP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망이 구성된 상황에서 각 MN1, MN2, MN3, MN4 를 

선택하였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전송률이 TCP-

SF 가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MN 이 

이동시 TCP 에서 패킷의 손실이 발생하면 

TCP/Reno 는 전송률을 1/2 으로 감소시킨 후 다시 

재전송을 한다. 그러면 처리율이 떨어진 후 다시 

원상태로 가는데, 지수적인 형태의 시간 그래프

가 형성된다. TCP-SF 는 TCP-Reno 에 비해 성능이 

30%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d-Hoc 네트

워크에서 노드들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처리율이 

떨어진다. 반면에 TCP-SF 를 적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처리율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즉 TCP-SF 가 패킷의 손실에 따

른 원인을 선택적으로 구별해서 송신률을 변경하

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OPNET 시뮬레이터에 TCP-SF 모듈

을 구현하고 이를 사용해서 Mobile Ad-Hoc 무선망

에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시뮬레이션

을 구성하기위해 DSR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였

다. DSR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팅 소스를 기반으

로 한 on-demand 라우팅 프로토콜로 모바일 노드

(MN)들은 소스 경로를 포함한 경로 캐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FTP 를 제공하는 TCP 의 

성능을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분석결과 Ad-Hoc 무선망에서 TCP 의 패킷 손실의 

원인을혼잡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신자에서 손실의 원인을 구별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노드가 많아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황에서는 성능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TT 의 변화량과 Actual 값을 반영

해서 노드의 거리와 환경변화에 따른 전송률을 선
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충돌 상황과 노
드의 배터리를 고려한 라우팅 알고리즘과 성능향상

에 대한 연구와 UDP 의 경우에서의 Ad-Hoc 무선망

에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과 측정 방식, Handoff
를 고려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CP-SF 

TCP-R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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