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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DT(UDP-based Data Transfer protocol)는 연구망과 같은 용량 고속 네트워크에서 신속하고 안정 인 데이터 

송에 효율 인 송 로토콜이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혼잡한 상황이거나 데이터 패킷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

우 공격 인 송 메커니즘으로 인해 오히려 성능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지연 

측을 통해 혼잡을 제어하는 TCP-Vegas 기법을 UDT에 용하여 네트워크 상황에 보다 응 인 UDT 혼잡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즉, 네트워크 라우터 큐에 빌드된 Diff 값을 미리 측하고 Diff 값에 따라 UDT rate control을 조

하여 기존 방법보다 향상된 성능을 얻는다. 네트워크 시뮬 이터인 NS2를 통해 실험한 결과 패킷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최  11%, 손실률 0.01%인 상황에서는 최  31%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 다.     

1. 서론

최근 과학기술연구망을 비롯한 지역망은 고 역폭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국가  국제 연구자간

의 업이 증 하고 있다. TCP는 재까지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송 로토콜인데 비해 지원되는 고 역

폭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TCP는 느린 출발, 혼잡 회피, 빠른 회복 즉, AIMD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방식의 기본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데이터 송에 있어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TCP AIMD[1] 방식은 패킷 손실 후 느

린 출발과 혼잡 회피구간에서의 선형증가를 반복하기 때

문에 고 역폭의 네트워크에서는 가용 역폭을 신속하게 

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TCP-Taho, 

TCP-Reno(패킷 손실 기반), TCP-Vegas(패킷 지연 기반)

와 같은 많은 TCP 변형 로토콜들이 연구되었지만, 신

속한 가용 역폭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UDT(UDP-based Data Transfer protocol)[2]는 TCP처

럼 송신측에서 패킷을 보낸 후 바로 수신측으로부터 ACK

를 받는 방식이 아닌, 일정 시간동안 패킷을 계속 송한 

후 수신측으로부터 ACK를 받는(synctime 0.01 ) rate 

control 기법에 우선한다. 여기서 rate control 기법은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수신 후 다음 synctime동안 송할 

패킷의 양을 결정하는데 sendInterval( 송할 패킷 간의 

간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TCP에서 사용하는 

도우 기반의 혼잡제어와는 다른 방법이다. UDT에서 

flow control은 unacknowledged 패킷의 수를 제한하기 

한 dynamic threshold를 명시하는 보조 인 수단으로 사

용된다. 이러한  UDT 송 방식은 일정 synctime동안 보

다 공격 으로 패킷을 송하기 때문에 고 역폭의 네트

워크에서 신속한 가용 역폭의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UDT는 매우 공격 인 송 메커니즘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혼잡하거나 패킷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속

인 NAK로 인해 성능이 감소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패킷 지연을 통해 네트워크 상태를 미리 측하는 

TCP-Vegas 방식을 UDT rate control 기법에 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로

써 UDT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 UDT 성능 향상 기법

에 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네트워크 시뮬 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련 연구

2.1 UDT

UDT는 응용계층에서 별도의 라이 러리를 구 함으로

써 TCP와 같은 신뢰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송은 UDP채

을 이용한다. 이는 UDP의 빠른 데이터 송 특성을 이

용하고 각종 컨트롤 정보를 응용계층에서 구 한 UDT에

서 처리함으로써 TCP와 같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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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DT rate control 

일정 synctime동안 데이터를 송하고 나면 ACK 

timer(0.01 ) 만료 후 수신측으로부터 ACK를 수신하게 

되는데 이 ACK에는 UDT rate control  flow control을 

한 컨트롤 정보가 포함된다. (그림 1)은 UDT rate 

control을 간략하게 나타낸다. 

BW(BandWidth)는 rate control을 해 사용된다. 그리

고 RTT와 CW(Congestion Window)는 flow control에 사

용된다. 여기서 RTT는 수신측에서 보낸 ACK와 송신측에

서 보낸 ACK2의 시간차로 구할 수 있다. 

UDT에서 rate control은 수신측으로부터 얻은 BW를 

이용하여 먼  다음 synctime동안 증가할 패킷의 양(inc)

을 구한 후, 그 값으로 송 패킷 간의 간격(sendInterval 

P)을 구한다. 식(1)과 식(2)는 각각의 값을 구하는 계산식

이다.

    

  

식(1)은 inc를 구하는 과정이며 MSS  최고 세그먼트 크

기를 나타내고 보통 1500Byte로 설정한다. 식(2)는 구한 

inc를 이용해 다음 synctime동안 증가할 패킷간의 간격을 

구하는 식이다. synctime(0.01 )은 고정된 값이며 P'는 

이  sendInterval을 나타낸다. 그리고 P가 다음 synctime

동안의 sendInterval 값으로 구해진다. 

한편, UDT에서 flow control은 unacknowledged 패킷의 

수를 제한하기 한 보조 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flow 

control에서 도우 값은 수신측에서 계산된다.      

  

식(3)에서 AS(arrival speed)는 패킷의 도착 속도를 의

미하며 정확한 계산은 [3]을 활용할 수 있다. 측정된 도

우 값은 수신측 가용버퍼크기와 비교하여 최소 값이 CW

로 ACK에 포함되어 송신측으로 보내진다. 이는 수신측 

가용버퍼크기를 과하지 않게 하는 UDT rate control의 

보조 인 역할을 의미한다. 

데이터 송 과정에서 패킷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신측

은 NAK 정보에 손실된 패킷의 순서번호를 기록해 보낸

다. NAK를 수신하면 UDT는 재 sendInterval(P)을 고

정 으로 1/8만큼 증가시킨다. 이는 곧, 재 송속도를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과 같다. 

2.2 TCP-Vegas   

TCP-Vegas[4]는 TCP-Taho나 TCP-Reno처럼 패킷 

손실 기반이 아닌 패킷의 지연 상태를 미리 측하여 혼

잡 도우를 조 하는 방식이다. 손실 기반 방식은 빠른 가

용 역폭 확보가 가능하지만 심한 송률의 변화로 인해 

체 성능 감소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지연 기반의 

TCP-Vegas는 RTT를 이용해 네트워크 상태를 미리 측

하므로 보다 응 으로 가용 역폭을 유할 수 있다. 

Vegas 핵심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ⅰ) 해당 TCP 연결에 한 baseRTT를 구한 후, 기  

송률을 구한다. 

baseRTT는 혼잡이 없는 상태의 값을 의미하며, 실제 

구 에서는 모든 연결의 RTT  최소 값을 baseRTT로 

지정한다. 일반 으로 baseRTT는 라우터 큐 지연이 길어

지기  첫 번째 TCP 세그먼트에 한 측정값이 

baseRTT가 된다. 이 경우, 재 도우 크기가 W라고 

하면, 기  송률은 식(5)와 같다.  

  

ⅱ) 실제 송률을 구한다. 

실제 송률은 재 도우 값을 재 RTT로 나 어 

구하며 식(6)과 같다. 이 경우, baseRTT ≤ RTT이므로 

Actual ≤ Expected가 항상 성립한다. 

            

ⅲ) 실제 송률과 기  송률을 비교하여, 이를 바탕

으로 도우 크기 W를 하게 변경한다. 

W 값은 Diff 값을 임계값 α, β의 범 와 비교하여 결정

한다. 여기서 Diff 값은 네트워크 라우터 큐에 빌드 된 

측 값이 되며 식(7)과 같이 계산된다. 

  ×            (7)  

Vegas의 임계값 α, β는 1과 3으로 설정한다. 즉, 임계

값을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 혼잡 상태를 나타내는 Diff 

값이 α보다 작으면 도우를 증가하고, β보다 크면 네트

워크가 혼잡하다고 생각해 도우를 감소시킨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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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Diff

baseRTT;
Diff;
onAck( )
{ 
   RTT=RTT × 0.875 + udth -> RTT( ) × 0.125
.
.
Select the baseRTT
   if(RTT < baseRTT)
   baseRTT=RTT;
.
.
   Diff=((W / baseRTT)-(W / RTT)) × baseRTT
   Ratecontrol( )
}

(그림 2) baseRTT를 이용한 Diff 측정

Proposed UDT Rate Control

Ratecontrol( )
α = 4000; 
β = 8000;

{
   if (Diff >= α && Diff <= β)
     sendInterval = sendInterval_
   else if ( Diff < α ) 
     sendInterval = sendInterval_ × 0.9
   else
     sendInterval = sendInterval_ × 1.01
}

(그림 3) 제안한 UDT rate control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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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iff 측정에 의한 임계값 설정 

Diff 값이 α, β 안에 존재하면 재 도우양을 유지한다. 

Vegas의 이러한 방식은 기존 TCP 구 에 비해 우수한 

성능과 높은 공평성을 가진다.         

 

3. U D T  성능향상 기법

UDT는 역폭이 상당히 큰 네트워크에 최 화된 송 

로토콜이다. 이는 기존 TCP와는 다르게 일정 synctime

동안 매우 공격 으로 데이터를 송하기 해 

sendInterval을 조 하는 rate control 송 기법에 우선한

다. 하지만 매우 공격 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혼잡하다

거나 패킷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속 인 손실로 인해 

체 성능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본문에서

는 TCP-Vegas 방식을 사용해 네트워크 혼잡 상태를 미

리 측하고 체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치는 rate 

control을 조 한다. 

본 연구에 앞선 선행 연구에서는 이미 TCP-Vegas방식

을 사용해 실제 테스트 베드에서 네트워크 혼잡 상태에 

따라 UDT 도우 크기를 조 하 다[5]. 하지만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UDT에서는 rate control에 우선하기에 

이 방법의 경우 큰 성능향상은 기 할 수 없다. 한, 

ARUDT[6]는 네트워크 시뮬 이터를 통해 rate control 

기법을 개선한 시험으로 기존 UDT보다 성능은 향상은 

향상되지만, 실제 테스트베드에서는 매우 공격 인 송으

로 인한 성능 감소가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TCP-Vegas 방식과 같이 

baseRTT를 구하고 Diff 값을 측정한다. rate control은 네

트워크 혼잡 상태를 나타내는 Diff 값에 따라 UDT 핵심

요소인 sendInterval에 가 치를 부여한다. 

(그림 2)는 baseRTT를 구해 Diff  값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경우 부분 baseRTT는 혼잡이 없는 연결 

기 값으로 설정되며 Diff의 경우 Vegas에서와는 다르게 

값의 편차가 크다. 이는 일정 synctime동안 상당한 양의 

패킷을 송하는 UDT의 특성을 반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차례 실험에 걸쳐 임계값 α, β을 변경하면서 최고의 성

능을 나타내는 값을 찾는다. Diff  값에 따른 rate control은 

(그림 3)과 같다.    

아래 (그림 4)는 10 간 Diff 값을 측정한 값이다. 그림

에서 가로축은 Diff 값의 범 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각각

의 Diff 수를 의미한다. 즉, 측정한 Diff 값을 500단  기

으로 개수를 측정해 보았다. 매우 공격 인 UDT의 특성

으로 인해 Diff값이 0부터 10,000까지 다양하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기법에서는 측정된 Diff 값

에 의해 임계값을 (그림 3)과 같이 크게 설정한다.    

Diff 값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임계값 α, β를 각각 

4000, 8000으로 설정하고, 4000이하에서는 sendInterval을 

감소해 송속도를 증가시키고 8000을 과하면 네트워크 

상태의 혼잡을 상해 sendInterval을 증가하고 송속도

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임계값 사이는 재 값을 유지한

다. UDT가 매우 공격 인 특징을 감안해 패킷 간 송간

격 즉, sendInterval에 가 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  

기존 UDT가 수신측으로부터 이  컨트롤 정보를 수신

해 혼잡을 제어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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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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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손실률 0.01% 상황에서의 성능 비교
(그림 5) 시뮬 이션 실험환경

미리 네트워크 혼잡을 측한다. 한, sendInterval에 

당한 가 치를 용함으로써 최 의 성능을 얻는다.     

4.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네트워크 시뮬 이터인 

NS-2[7]를 사용하여 기존 UDT와 성능 비교 실험한다. 실

험을 한 실뮬 이션 환경은 (그림 5)와 같다. 

MTU는 UDT소스 코드에 기본 으로 설정된 1500Byte

이며, RTT가 고 역폭에 최 화된 송 로토콜임을 감

안해 1, 50, 100, 200ms로 변경하면서 1Gb/s 역폭에서 

다양하게 변경하 다. 실험은 손실이 없는 상황과 0.01%

인 상황에서 각각 60 씩 측정한다. (그림 6)과 (그림 7)

은 패킷 손실 여부에 따라 각각의 RTT 구간에서의 성능

을 비교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6)은 패킷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성능 그래

이며 기존 UDT의 성능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 

한, 네 구간에서 측정된 성능은 기존 UDT에 비해 안정

인 상태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손실률 0.01%인 상황에서의 성능 그래 이

다. 패킷 손실로 인해 체 성능은 감소하지만, 기존 UDT

의 성능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 기존 UDT의 경우 

RTT가 작은 구간에서 오히려 성능이 감소하는 상은 기

존 UDT 송의 공격 인 특성으로 인한 연속 인 NAK 

발생으로 상된다.

성능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제안한 기법은 네트워

크 혼잡 상태에 해 보다 능동 으로 혼잡처리가 가능하

다.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측정한 결과는 기존 UDT보다 

최  11%의 성능향상을 보인다. 한, 패킷 손실이 발생

한 경우에 해서도 기존 UDT보다 최  31%의 향상된 

결과를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Vegas방식을 사용해 네트워크 혼잡을 

미리 측하고 측정된 Diff  값에 따라 혼잡제어를 해 

UDT rate control을 조 한다. 즉, 설정한 임계값에 따라 

Diff  값이 작으면 송속도를 증가시키고, Diff  값이 임계

값을 과하면 네트워크 혼잡을 상해 송속도를 인

다. 제안 기법은 미리 네트워크 혼잡을 측하게 함으로써 

기존 UDT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하지만, rate control

은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향후연구에서는 보다 효율 이고 정확한 Diff 측정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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