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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ITS 응용을 지원해  수 있는 차량 

에드혹 네트워크 (VANET, Vehicular Ad-Hoc Network) 기술이 주요 이슈로 두되고 있다. 특히 트랜스

포트 계층에서는 종단간 신뢰성이 요구되는 ITS 응용들을 지원하기 해 TCP를 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VANET 환경에서 TCP는 혼잡 제어 기능의 오동작, 이동성에 의한 경로 재설정 오버헤드,  경
쟁(contention) 등으로 인해 throughput을 불필요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VANET 환경에서 TCP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법들

을 크게 혼잡 탐색 기법, cross-layer 기법으로 나 어 표 인 두 가지 기법들을 각각 비교, 분석한다.

1. 서론

   최근 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 시스템

에 용하여 차량 사고 방지, 교통 혼잡 제어 등 다양한 

응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ITS 응용 에서도 일 송, HTTP 서비

스를 지원해주기 해서는 종단간 송 신뢰성을 제공해

 수 있는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등의 

트랜스포트 로토콜이 필요하다. 하지만 TCP는 이동성

이 없고 패킷 손실률이 낮은 네트워크를 상으로 디자인

되었으므로 이동성이 높고 패킷 손실률 한 높은 차량 

애드혹 네트워크 (VANET, Vehicular Ad-hoc NETwork) 

에 용할 경우 불필요한 throughput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VANET의 TCP throughput 감소의 다양한 원인 에

서도 높은 패킷 손실률로 인해 TCP의 혼잡 제어 기능 오

작동으로 불필요하게 패킷 송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주

요 원인  하나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 패킷 손실의 원인을 악하여 실제 혼잡이 발생

한 경우에만 패킷 송량을 감소시키는 혼잡 검사 기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혼잡 검사 기법 외에도 VANET 환경에서 

TCP의 throughput을 향상시키기 해 TCP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MAC 는 라

우  로토콜에 TCP의  throughput이 의존 이므로 이

러한 연구들로는 throughput 향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TCP의 정보를 다른 계층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계층의 정보를 TCP에서 활용하여 throughput을 향상시키

는 cross-layer 기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VANET에서의 혼잡 제어 오작동을 감

소시키는 혼잡 검사 기법인 CAT[2]와 ADTCP[3]에 해 

분석하 으며, cross-layer 기법을 통해 throughput을 향

상시키는 BRR[6]과 LRED[7]에 해 분석하고 각 기법에 

한 성능을 비교  고찰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VANET 

환경에서의 TCP 로토콜의 문제 을 분석하 고, 3장에

서 혼잡 검사 기법  cross-layer 로토콜들에 해 기

술하 다. 4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성능을 분석하 으

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VANET TCP의 throughput 감소 원인

A. 혼잡 제어의 오동작으로 인한 throughput 감소

  TCP의 혼잡 제어 기법은 다음과 같다. 원천 노드가 패

킷을 송하고 목 지 노드가 이를 정상 으로 수신한 경

우, 목 지 노드는 송된 패킷에 한 응답인 ACK을 

송 노드에게 송한다. 만약 원천 노드가 송신한 패킷에 

한 ACK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원천 노드는 혼잡이 발

생하여 패킷이 손실되었다고 단하여 손실된 패킷을 재

송하고 혼잡 도우 크기를 인다. 

  이러한 혼잡 제어 기법은 부분의 패킷 손실 원인이 

혼잡으로부터 기인하는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잘 동작할 

수 있다. 하지만 VANET에서는 혼잡에 의한 패킷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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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잡음이나 노드 간 치변화로 인한 경로 단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패킷 손실이 발생한다. 기존 TCP에

서는 잡음이나 경로 단 로 인한 패킷 손실이 발생한 경

우에도 혼잡 도우 크기가 감소하므로, [source] 노드의 

혼잡 도우 크기는 실제 송 가능한 패킷양보다 작아지

게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혼잡 도우 감소로 인해 TCP 

throughput이 감소하게 된다.

B. MAC/routing 로토콜의 동작으로 인한 TCP 

throughput 감소

  VANET에서는 차량의 높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잦은 

경로 단 이 발생한다. 경로 단 이 발생할 때마다 라우  

계층에서는 패킷을 송하기 한 새로운 경로 형성을 시

도하므로 많은 라우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VANET에서는 라우  오버헤드 없이 치 정보를 기반

으로 패킷을 목 지 노드에게 달할 수 있는 greedy 라

우  로토콜이 리 사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greedy 

라우  로토콜은 패킷 송 성공률을 고려하지 않고 

치 정보만을 사용하여 패킷을 달하므로 패킷 손실률이 

높은 경로로 패킷이 송될 경우 throughput이 감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VANET 등의 무선 통신 환경에서는 다수의 

노드로부터 송된 패킷을 동시에 수신할 경우 신호의 간

섭으로 인해 수신 노드가 패킷을 정상 으로 해석하지 못

하는 충돌(collision) 문제가 발생한다. 무선 통신에서 리 

쓰이는 IEEE 802.11 MAC 등의 경쟁(contention) 기반 

MAC 로토콜에서는 특정 노드가 패킷을 송할 경우 

이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송을 지시킴으로써 

이러한 충돌을 회피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기반 MAC 

로토콜에서 많은 수의 패킷이 송된다면 높은 경쟁 오

버헤드로 인해 throughput 이 감소할 수 있다.

 

3. 기존 연구

  본 장에서는 VANET에서의 TCP throughput 향상을 

목 으로 제안된 혼잡 감지 기법인 CAT[2]와 ADTCP[3] 

에 해 각각 살펴본다. 한 cross-layer 기법을 통해 

TCP throughput을 향상시킬 수 있는 BRR[6]과 LRED[7]

에 해 각각 살펴본다.

A. 혼잡 감지

  앞서 언 한 것처럼 TCP를 VANET에 그 로 용할 

경우 불필요한 혼잡 도우 감소로 인해 throughput이 감

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원천 노드가 

송신한 패킷의 ACK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혼

잡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악하고 혼잡이 발생한 경우에

만 송량을 감소시키는 혼잡 감지 기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에서는 혼잡 감지 기법  CAT와 

ADTCP의 혼잡 감지 기법들을 각각 소개한다. 

  CAT는 패킷을 송한 후 ACK이 수신 될 때까지 걸리

는 시간인 RTT (Round-Trip-Time)의 변화량을 기반으

로 혼잡 여부를 정한다. TCP-Reno, TCP-NTG [4], 

TCP-NDG [5] 등 TCP 버 마다 RTT를 계산하는 방식

에 차이가 있으므로 CAT에서는 TCP 버 마다 서로 다

른 혼잡 감지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리 쓰이는 

TCP  하나인 TCP Vegas의 경우, RTT와 도우 크기

를 기반으로 혼잡 감지 지수인 값을 수식 (1)과 같

이 계산한다. 

  × 


  … (1)

 는 재 혼잡 도우 크기이며 는 실제 throughput

과 throughput 기 치의 차이이다. Throughput 기 치는 

재 RTT가 유지될 경우 재 도우 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최  throughput으로 정의된다.

  만약 재 가 이  RTT(BaseRTT)보다 커서 

가 양의 값으로 계산 될 경우, 이는 패킷 송 지연

이 증가하여 기 치보다 낮은 throughput이 얻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천 노드는 1보다 큰 가  

계산된 후 패킷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혼잡 제어를 수

행한다. 

 ADTCP는 패킷 송 딜 이의 증가량인 IDD (Internal 

Delay Difference) 와 단 시간  동안의 throughput 인

STT (Short Term Throughput) 를 기반으로 패킷 손실 

원인을 탐지한다. 그림 1에서 IDD는 연속된 두 패킷의 딜

이 차이인     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 ADTCP의 IDD 측정

  ADTCP에서는 IDD와 STT를 수식 (2)와 수식 (3)을 사

용하여 각각 계산한다. 

              … (2)

  


 … (3)

  수식 (2)에서  는 수신 노드에서 측정한 패킷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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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고  는 원천 노드로부터 패킷가 송 된 시간이

다. 수식 (3)의 는 T 시간 동안 받은 패킷의 개수

이다. 

  실험을 통해 혼잡이 발생할 경우에는 IDD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단 시간 당 송량이 감소하므로 STT 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 측정되었다. 이에 비해 

단순한 패킷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IDD는 증가하지 않

고 STT만 감소한다. 따라서 원천 노드는 수신 노드로부

터 달받은 IDD의 증가치와 STT의 감소치가 일정 

threshold를 과할 경우 패킷 손실에 계없이 혼잡 제어

를 수행한다. 

 

B. Cross-layer 기법 

  앞서 언 하 듯, TCP는 MAC/라우  계층 로토콜의 

성능에 큰 향을 받으므로 TCP의 수정만으로는 

throughput 감소 완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에서는  

throughput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cross-layer 라우  로

토콜인  BRR (Beacon Reception Rate) [6] 과  

cross-layer MAC 로토콜인 LRED (Link Random 

Early Dropping) 에 해 분석한다.

  BRR은 패킷 손실에 의한 throughput 감소를 최소화하

기 해 트랜스포트 계층의 메시지 송률을 기반으로 신

뢰성 있는 경로로 패킷을 송하는 greedy-forwarding 

[8]라우  기법이다. 송할 패킷을 보유한 노드는 자신의 

이웃 노드  비컨 메시지 수신율이 BBR threshold 이상

인 노드들을 송 후보로 설정함으로써 패킷 송 신뢰성

을 향상시킨다. 한 패킷이 많은 노드를 거쳐 송될 경

우 송 오버헤드  패킷 손실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송 후보들  목 지 노드에 가장 가까운 노드를 다음 

홉으로 선정한다. 송신 노드 i는 이웃 노드 j와의 BBR 

threshold인 
은 수식 (4)와 같이 계산된다.


   





 … (4)

  는 PDR (Packet Delivery Ratio) 기 치로, 트

랜스포트 로토콜이 자신의 상태(혼잡, 정상 등)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는 차량 로부터 차량 까지 거리

이며 는 차량 로부터 목 지 노드까지의 거리이다.

  LRED는 MAC 계층에서 일정 확률로 패킷을 의도 으

로 손실시킴으로써 TCP의 혼잡 도우 크기를 하게 

유지시킴으로써 throughput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무선 

멀티 홉 통신에서는 다수의 노드가 동시에 패킷을 송할 

때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기 해 경쟁 기반 MAC 로

토콜이 리 사용된다. 하지만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throughput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무선 환경에서는 

혼잡에 의한 TCP throughput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쟁에 의한 패킷 손실은 빈번히 발생하기 때

문이다 [7]. 이 때, Spatial reuse는 하나의 패킷이 송될 

때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원천 노드의 혼잡 도우의 크기가 지나치게 클 경우 

spatial reuse가 히 수행될 수 못한다. 따라서 LRED 

에서는 MAC 계층에서 패킷을 의도 으로 손실시킴으로

써 원천 노드의 혼잡 도우 크기를 최  spatial reuse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혼잡 도우 크기인   와 유사

한 값이 되도록 제어한다. 이 때 이러한 가 존재한다

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 값은 노드들의 배

치가 체인 토폴로지라 가정 시 홉 수의 

와 략 으로 

같다.

4.비교  분석

A. 혼잡 감지

  혼잡 감지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실험을 통해 RTT의 변

화량 정보만을 사용하여 혼잡을 감지하는 single-metric 

방식인 CAT는 70% ~ 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임이 측정

되었다. 이에 비해 IDD와 STT를 사용하여 혼잡을 감지하

는 multiple-metric 방식인 ADTCP는 80~95% 의 정확도

를 보임이 측정되었다. 이는 single-metric을 사용한 CAT

에서는 혼잡 감지를 해 사용되는 측 값인 와 

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단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ADTCP는 IDD와 STT를 

동시에 사용하여 혼잡을 감지하므로 하나의 측정값에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하나가 정상 으로 측정이 

될 경우 부정확한 혼잡제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진다.

 이 외에도 용성의 측면에서 CAT는 TCP 버 마다 서

로 다른 RTT 계산 방식에 의존 인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CAT가 동작하기 해서는 재 수행 인 TCP의 

RTT 계산 기법에 한 정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RTT를 계산하는 TCP가 등장할 경우 새로운 

CAT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이에 비해 ADTCP

에서 사용되는 IDD와 STT는 TCP 버 에 의존 이지 않

으므로 CAT에 비해 쉽게 용할 수 있다.

B.   Cross-layer 기법 

  용성 측면에서 BRR 라우  기법에서 다음 홉 후보 

노드를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는  , 

TCP의 상황(혼잡, 정상)에 따라 결정된다. 즉, 라우  이

에 통신이 진행되어 이를 활용하여 라우 을 수행하므

로 아직 통신이 진행되지 않은 네트워크 기에 사용할 

기값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값을 구

하는 방법에 한 수학 인 증명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용성이 높다고 단하기 힘들다.

  이와 마찬가지로 LRED에서는 Spatial reuse이 많이 수

행될수록 동시에 달되는 패킷이 많아져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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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은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패킷을 MAC 계층

에서 고의 으로 락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재 송 오버헤

드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에서 재 송 오버헤드가 

큰 VANET 환경에 용하기에는 이에 한 검증이 필요

하다고 단된다.

5.결론

 VANET 환경에서의 TCP는 불필요한 혼잡 제어를 수행

하거나 높은 이동성으로 인한 경로 재설정 오버헤드, 노드 

간 경쟁에 의해 throughput이 불필요하게 감소할 수 있으

므로 이를 해결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TCP throughput을 향상시키기 한 기존 연구를 크게 혼

잡 검출 기법, cross-layer 기법으로 나 어 비교  분석

하 다. 혼잡 검출 기법의 하나인 CAT는 TCP 버 마다 

혼잡 검출식이 다를 뿐 아니라 혼잡 검출의 정확도가 잡

음에 큰 향을 받는다는 문제 이 있다. ADTCP에서는 

잡음에 강인한 혼잡 검출 기법을 제안하 으나 오랜 기간 

동안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측정한 이후에야 혼잡을 정

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향후 지속 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태를 측정하여 혼잡 검출의 기 을 

동 으로 변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Cross-layer 기법에서는 라우  로토콜인 BRR과 

MAC 로토콜인 RLED에 해 살펴보았다. BRR은 트랜

스포트 계층의 단 단 송 정보를 활용하여 패킷 송률

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최  경로 설정 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BRR은 최  경

로 설정 시 사용할 수 있는 송 정보를 계산하는 수학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LED는 spatial reuse

의 활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  혼잡 도우 크기를 

유지하여 throughput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혼잡 

도우 크기는 체인 토폴로지에서만 정확히 구할 수 있다.  

RLED에서는 다양한 토폴로지에서 혼잡 도우 크기를 결

정하는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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