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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네트워크에서 TFRC (TCP-Friendly Rate Control)는 불안정한 채널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혼

잡 손실로 인지할 뿐만 아니라, 링크 계층에서의 재전송 기법과 채널 경쟁 오버헤드로 인해 증가된 RTT(Round Trip 

Time)를 적용할 경우 전송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Cross-layer 기반의 적응적 전송률 조절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TFRC의 전송률 향상을 위해 새로운 

RTT 측정 및 패킷 손실 구별 기법을 적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TFRC의 전송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FRC(TCP-Friendly Rate Control) has a performance degradation in wireless networks because it performs 

congestion control by judging all the losses occurred in wireless networks as a congestion indicator. It is also degraded 

by the increased Round Trip Time(RTT) due to packet retransmission and contention overhead in the link layer.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rate control scheme based on cross-lay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treaming services in 

the wireless networks. It provides new RTT estimation and loss discrimination methods to improve transmission rate 

of TFRC.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TF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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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무선 접속 기술의 등장 및 모바일 단말

의 보급으로 인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스트리밍 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자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역폭이 요

구된다. 또한 낮은 전송 지연을 요구하며, 일정 수준의 

패킷 손실은 허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멀

티미디어 응용의 요구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전송 기법과 프로토콜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1][2].

인터넷의 주요 프로토콜인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는 손실된 패킷을 재전송하여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TCP는 패킷 손실 정보를 네

트워크의 혼잡으로 인지하여 전송률을 급격하게 줄여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

라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응용들은 혼잡제어를 수행하

지 않는 UDP (User Datagram Protocol)를 전송 프로토

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UDP는 혼잡제어를 수행

하지 않아 네트워크의 혼잡을 가중시켜 혼잡 붕괴

(Congestion Collapse)를 유발하고 TCP 등 경쟁 트래픽

들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3]. 

TFRC(TCP Friendly Rate Control)는 UDP 기반의 

단방향 멀티미디어 트래픽 전송 프로토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혼잡제어 기법으로써, TCP 

Reno를 모델링한 전송률 공식을 기반으로 전송률을 

조절한다. 또한 TCP 트래픽과 친화적인 전송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전송률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어 멀티미디어 응용에 적합하다 [4]. 그러나 TFRC

는 무선 네트워크의 불안정한 채널 특성으로 인해 발

생하는 손실을 모두 혼잡 손실로 판단하여 혼잡제어

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링크 계층에서의 재전송 기법

으로 인해 증가된 RTT(Round Trip Time)을 적용할 경

우 무선 채널의 특성이 변할 때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품질 보장에 필요한 대역폭을 충분하게 얻지 못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5][6].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Cross-layer 기반 적응적 전

송률 조절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TFRC 

모델링 공식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전송률 향상을 위해 

링크 계층에서 재전송 기법과 채널 경쟁 오버헤드로 

인해 증가 된 RTT을 보상한 새로운 RTT를 적용한다. 

또한 무선 손실과 혼잡 손실을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

(ROTT: Relative One-way Trip Time)을 기반으로 구별

하여 손실 사건률(Loss Event Rate)을 계산하였다. 이

를 통해 TFRC가 무선 손실을 혼잡 손실로 오인하여 불

필요한 혼잡제어를 수행하는 오작동을 줄이고 링크 계

층에서 증가된 RTT를 보상함으로써 전송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TFRC 프로토콜, 

기존 전송률 조절 기법, 그리고 자동 재전송 기법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Cross-layer 

기반 적응적 전송률 조절 기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4장

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향상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

었다.

Ⅱ. 관련 연구

2.1. TFRC(TCP-Friendly Rate Control)

TFRC는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며, TCP 트래픽과 친

화적으로 동작하는 혼잡제어 기법이다. 송신측은 수신

측의 피드백 정보를 이용해 전송률을 조절한다. 수신

측은 패킷 손실을 탐지하면 손실 사건률을 계산하여 

최소한 하나의 RTT 마다 한 번씩 송신측으로 피드백 

정보를 전송한다. 송신측은 피드백 정보에 담겨 있는 

손실 사건률을 이용하여, 식 (1)에 따라 전송률을 계산

한다 [7].

 

















 





(1)

식 (1)에서 T는 초당 바이트 수로 계산된 전송률, 

S는 바이트 단위의 패킷 크기, RTT는 종단 간 지연,  

RTO(Retransmission TimeOut)는 재전송 타임아웃 시

간,  p는 손실 사건률이다. 

수신측은 새로운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수신된 패

킷의 시퀀스 넘버와 수신 시간을 수신 이력(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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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에 저장한다. 수신 이력에 최소 4개의 패킷이 

저장되었을 때, 가장 먼저 수신된 두 패킷들의 시퀀스 

넘버를 비교한다. 시퀀스 넘버의 차이가 2이상일 때 패

킷이 손실되었음을 탐지한다. 수신측은 두 패킷들의 정

보를 이용하여 손실된 패킷의 시퀀스 넘버와 예상 수신 

시간을 계산한다. 또한 수신측은 새로운 패킷이 수신될 

때마다 손실 이력(Loss History)를 갱신한다.

손실 이력은 최근 8개의 손실 구간 길이를 유지하며, 

수신측은 식 (2)에 따라 손실 구간의 평균 길이 값 

(LIAvg)을 계산한다. 식 (2)에서 사용되는 n의 값은 8이

며, LIi는 i번째 손실 구간 길이 값을 의미한다. 각 손실 

구간에 대한 가중치 wi는 가장 최근의 손실 구간부터 

(1, 1, 1, 1, 0.8, 0.6, 0.4, 0.2)에서 하나씩 선택되어 부여

된다.

  max








  

  




  

  







  



 


  



 





(2)

손실 사건률을 계산하기 위해 수신측은 식 (3)에 따

라 손실 구간의 평균 길이 값의 역수를 취해 손실 사

건률을 계산하여 송신측으로 피드백한다. 송신측은 

피드백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손실 사건률을 사용하

여 식 (1)에 따라 전송률을 조절하여 혼잡제어를 수행

한다. 

그림 1.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TFRC의 처리량 변화

Fig. 1 Variation of TFRC throughput in wireless networks

그러나 TFRC는 손실 사건률에 혼잡 정보만 포함된

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에서 동작할 

경우에는 그림 1과 같이 무선 링크 에러율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전송률감소를 보인다. 

 



               (3)

TFRC와 같은 혼잡제어 기법은 손실을 혼잡 손실과 

무선 손실로 구별하여 각각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성능

이 개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TF-WMFC(TCP-Friendly Wireless 

Multimedia Flow Control)는 손실 사건률을 대신하여 

ECN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필드가 마킹된 

패킷의 수신률을 이용하여 전송률을 조절한다 [8]. 이를 

통해 무선 손실이 전송률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Biaz는 수신되는 패킷들의 전송 간격을 

측정해 손실 원인을 구별한다. Spike는 패킷의 상대적

인 단방향 지연 시간을 측정하고, 이 값의 증감에 따라 

혼잡 손실과 무선 손실이 발생하는 영역을 구분한다 

[9][10]. 그러나 TF-WMFC는 모든 손실 정보를 무시하

기 때문에 마킹된 패킷이 무선 에러로 인해 버려질 경

우에는 혼잡제어 기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Biaz나 Spike와 같이 시간적인 정보를 이용

해 손실 원인을 구별하는 기법들은 프로토콜 스택의 다

른 계층에서 에러 복구 기법이 사용될 때, 손실 구별의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2.2. 자동 재전송 기법

자동 재전송 기법(ARQ: Automatic Repeat reQuest)

은 그림 2와 같이 IEEE 802.11 MAC 프로토콜에서 미

리 정의된 일정 시간동안 ACK 패킷을 받지 못하면, 

Stop and Wait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재전송 

제한 횟수(Retry Limit)까지 재전송을 수행을 한다. 재

전송 제한 횟수까지 재전송을 수행하여 ACK 패킷을 수

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패킷을 전송 버퍼 내에서 삭제하

고, 다음 패킷의 전송을 시도한다 [11]. 이러한 재전송 

기법은 불안정한 채널 특성을 가지는 무선 네트워크에

서 신뢰성 있는 패킷 전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무선 에러를 복구하기 위해 수행된 재전송으로 인해 송

신측에서 측정되는 RTT가 증가되고 이를 TFRC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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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공식을 이용하여 전송률을 계산할 때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

그림 2. Stop and wait ARQ 동작

Fig. 2 Operation of stop and wait ARQ

2.3. 손실 구별 기법

Zigzag 기법은 ROTT를 이용하는 기법으로 손실된 

패킷의 개수와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의 분산(ROTTdev)

과 평균(ROTTmean)에 의해 정의된 범위에 따라 손실 원

인을 판단한다. 단방향 지연 시간이 아닌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을 이용하는 이유는 노드 간의 Clock-skew로 

인해 단방향 지연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12]. 측정된 ROTTi가 그림 3의 조건문에 부합

하면 탐지된 손실 패킷은 무선 손실로 판단된다. 반대

의 경우에는 혼잡 손실로 판단된다. 

 

   

i 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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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Zigzag 기법의 손실 구별을 위한 조건문

Fig. 3 Conditional statement for loss discrimination in 

Zigzag scheme

그림 4. Zigzag 기법

Fig. 4 Zigzag scheme

그림 4는 Zigzag 기법의 개념을 나타낸다. ROTT의 

평균인 ROTTmean과 분산인 ROTTdev는 각각 식 (4)와 식 

(5) 같이 지수평균을 통해 계산된다. α의 값은 1/32을 사

용한다.




 × 


 × 


  (4)




  × 


× 

 



(5)

Ⅲ. Cross-layer 기반 적응적 전송률 

조절 기법

제안하는 Corss-layer 기반 적응적 전송률 조절 기법

은 TFRC 전송률 향상을 위해 링크 계층에서의 지연을 

고려한 새로운 RTT 측정 기법을 적용한다. 또한,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ROTT; Relative One-way Trip Time)

을 기반으로 무선 손실과 혼잡 손실을 구별하여 손실 

사건률을 적용한다. 

3.1. 시스템 구조

무선 네트워크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Cross-layer 기반 적응적 스트

리밍 기법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제안 기법은 

패킷의 손실을 구별하여 손실 사건률을 계산하여 서버

로 전송하는 클라이언트와 링크 계층에서 전달받은 재

전송 지연 정보와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한 손실 사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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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ross-layer 기반 적응적 스트리밍 기법의 시스템 구조

Fig. 5 System architecture for adaptive rate control scheme based on cross-layer

을 기반으로 미디어 스트림의 전송률을 조절하는 서버

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주요 모듈은 아래와 같다. 

⦁총 지연 계산 모듈: 계산된 채널 경쟁 오버헤드와 재

전송 지연 시간을 합하여 전송 계층으로 전달한다. 

계산된 총 지연 정보를 기반으로 RTT를 보정한다.

⦁채널 경쟁 오버헤드 계산 모듈: 무선 채널 경쟁에 따

른 오버헤드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DIFS(Distributed 

Inter Frame Space), SIFS (Short Inter Frame Space) 

등 채널 경쟁 시 소요되는 오버헤드를 의미한다.

⦁재전송 지연 계산 모듈: 링크 계층에서 무선 채널 에

러로 인해 패킷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패킷 재전송으

로 발생한 지연 시간을 측정한다. 재전송 시간은 한 

패킷이 한번 재전송 되는 시간에 재전송 횟수를 곱하

여 계산된다.

⦁새로운 RTT 측정 모듈: 링크 계층에서 전달한 재전

송 지연 시간과 채널 경쟁 오버헤드 시간을 이용하여 

RTT을 보정한다. 이를 통해 전송률 저하를 방지한다. 

⦁전송률 조절 모듈: 클라이언트에서 수신한 손실 사건

률 정보와 새로운 RTT 정보를 기반으로 미디어의 전

송률을 조절한다.

⦁손실 구분 모듈: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값을 이용하

여 손실된 패킷이 혼잡에 의한 패킷 손실인지 무선 

채널 에러로 인한 패킷 손실인지 구분한다. 이를 통

해 무선 손실 에러로 인한 패킷 손실을 혼잡 손실로 

오판하여 전송률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손실 간격 계산 모듈: 손실 이력을 이용하여 손실 구

간 간격을 계산한다. 

⦁손실 사건률 계산 모듈: 평균 손실 간격을 이용하여 

손실 사건률을 계산한다. 

3.2. 새로운 RTT 측정 기법

무선 네트워크에서 불안정한 채널 특성으로 인해 증

가되는 RTT로 인해 TFRC 성능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전송 지연 및 채널 경쟁 오버헤드를 

고려하여 새로운 RTT를 계산한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

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무선 채널 에러로 인해 패킷 손

실이 발생할 경우 MAC 계층에서 해당 패킷에 대한 

ACK 패킷을 받을 때까지 재전송 제한 횟수 범위 내에

서 재전송을 수행한다. MAC 계층에서는 전송한 패킷

의 재전송 횟수와 재전송 시간을 곱하여 재전송 지연 

시간을 계산한다. 계산된 재전송 지연 시간에 채널 경

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더하여 링크 계층에

서 발생하는 총 지연시간을 식 (6)와 같이 계산한다. 

Dtotal는 링크 계층의 총 지연 시간, Cretx는 재전송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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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Tretx는 재전송 시간, Olink는 채널 경쟁 오버헤드

를 의미한다. Olink는 DIFS와 SIFS을 이용한다. 링크 

계층에서 계산된 총 지연 시간 값은 Cross-layer 기법을 

통해 전송 계층으로 전송된다. 

  
  




          (6)

전송 계층에서는 링크 계층에서의 총 지연 시간을 

기반으로 TFRC의 송신단에서 측정된 RTT을 식 (7)과 

같이 보정한다. 새로운 RTT의 변화폭 감소를 위해 

EWMA(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를 

통해 식 (8)과 같이 필터링한다. 가중치 값인 w는 {1, 1, 

1, 1, 0.8, 0.6, 0.4, 0.2}를 적용한다. 필터링된 RTTnew을 

TFRC 전송률 공식인 식 (1)에 적용한다. 

                           

       (7)

 



  

 




  

 

 ×
(8)

3.3. ROTT기반 손실 구분 기법

TFRC 수신측은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수신 이력 갱

신 모듈에서는 패킷 정보를 기록한다. 수신 이력 갱신 

모듈은 최근에 수신된 패킷의 순서 번호와 수신 시간을 

기록한 목록을 갱신한다. 손실 감지 모듈은 손실된 패

킷이 있는지 탐지하고, 손실된 패킷의 순서 번호와 예

상 수신 시간을 복구해 손실 구분 모듈로 전달한다. 손

실 구분 모듈에서는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손실을 구분한다. 

혼잡 손실과 무선 손실의 구분은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이 상위 임계값(Bstart)를 넘는 순간부터 하위 임계

값(Bend)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발생되는 패킷 손실

은 혼잡 손실로 구분한다 [13].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

이 하위 임계값 보다 작아지게 되면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이 하위 임계값 보다 커질 때까지 발생한 패킷 손

실은 무선 손실로 구분한다. 

그림 6. 상대 단방향 지연 기반 손실 구분

Fig. 6 Loss discrimination based on ROTT

식 (9)와 식 (10)은 무선 손실이 혼잡 손실로 바뀌는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의 상위 임계값과 혼잡 손실이 

무선 손실로 바뀌는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의 하위 임

계값을 나타낸다. 

  min
 ×

max
min 

    (9) 

  min
  ×

max
min 

    (10)

ROTTmin은 측정된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 중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ROTTmax는 측정된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상수 α와 β는 실

험을 통해 무선 손실과 혼잡 손실을 가장 정확하게 구

분하는 값인 0.7과 0.3로 각각 설정하였다. 상대 단방향 

지연 기반으로 혼잡 손실과 무선 손실을 구분한 후에 

손실 간격 계산 모듈에서 식 (2)를 통해 손실 구간 간격

을 조절한다. 손실 사건률은 계산된 평균 손실 간격을 

기반으로 식 (3)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TFRC 수신측에

서는 계산된 손실 사건률을 미디어 서버로 전달하여 

TFRC 전송률 공식인 식 (1)에 적용된다. 

Ⅳ. 실험 및 환경

본 장에서는 제안한 Cross-layer 기반 적응적 전송률 

조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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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ns-2(network simulator)를 이용하여 실험 및 

성능 평가하였다 [14]. 실험 환경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실험 환경

Fig. 7 Simulation environment

경쟁 트래픽은 CBR(Constant Bit Rate), Exponential, 

Pareto on/off 등 랜덤하게 발생하는 3개의 UDP 트래픽

과 FTP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TCP로 구성된다. 혼잡 손

실이 발생하는 구간과 무선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을 명

확하게 분리하기 위해, 여러 트래픽이 경쟁하는 라우터

에서만 혼잡 손실이 발생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TFRC가 무선 손실로 인해 받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링크 에러 모델을 사용하여 무선 링크를 구성하였다. 

무선 링크에 적용되는 링크 에러율은 0%에서 10%까지 

1%씩 증가시키며 실험하였다. TFRC의 트래픽 타입은 

FTP로 설정하여 TFRC의 전송률 조절 공식에 의해 계

산된 전송률 만큼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하였다. 전송되

는 패킷의 사이즈는 1000바이트, 실험은 60초 동안 진

행하였다.

Ⅴ. 실험 결과

첫 번째 실험은 표준 TFRC와 제안한 Cross- layer 기

반 적응적 전송률 기법이 무선 네트워크의 링크 에러율

에 따른 전송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8은 링크 에러율

이 1%인 경우 전송률 변화를 나타낸다. 표준 TFRC는 

혼잡 손실과 무선 손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손실 정보를 혼잡 정보로 사용한다. 

그림 9와 같이 링크 에러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무

선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표준 TFRC는 전송 성능이 급

격하게 저하된다.

그림 8. 표준 TFRC와 제안 기법의 전송률 비교(링크 에러율: 1%)

Fig. 8 Comparison of transmission rate between TFRC 

and proposed scheme (Link error rate: 1%)

 그러나 제안 기법은 링크 에러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표준 TFRC에 비해 높은 전송률을 나타낸다. 제안 기법

은 손실 구별 기법을 사용하여 패킷이 손실된 원인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에서 빈

번하게 발생하는 무선 손실이 TFRC의 손실 사건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필터링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9

와 같이 링크 에러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높은 전송률을 

나타낸다. 또한 제안 기법은 링크 계층에서 패킷 손실

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전송에 의해 발생하는 지연과 채

널 경쟁 오버헤드로 인해 증가하는 RTT을 보상함으로

써 전송률을 향상시켰다. 

그림 9. 표준 TFRC와 제안 기법의 전송률 비교(링크 에러율: 4%)

Fig. 9 Comparison of transmission rate between TFRC 

and proposed scheme (Link error ra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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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링크 에러율 변화에 따른 표준 TFRC와 제안 기법의 

총 처리량 비교

Fig. 10 Comparison of total throughput between TFRC 

and proposed scheme according to link error rate

두 번째 실험은 링크 에러율 변화에 따른 표준 TFRC

와 제안 기법의 총 처리량을 비교하였다. 그림 10에서

와 같이 링크 에러율이 1%와 4%일 경우 제안 기법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TFRC 전송률을 조절

함으로써 표준 TFRC에 비해 높은 총 처리량을 보인다. 

실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안 기법

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Ⅵ. 결  론

무선 네트워크의 발전과 고성능 모바일 단말의 확산

으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불안정한 채널 특성

으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트리밍 서비

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Cross-layer 기반 적응적 전송률 

조절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송률 향상

을 위해 링크 계층에서 재전송 기법과 채널 경쟁 오버

헤드로 인해 증가 된 RTT을 보상하고 필터링을 통해 

새로운 RTT를 계산한다. 또한 상대 단방향 지연 시간

을 기반으로 무선 손실과 혼잡 손실을 구별하여 손실 

사건률을 계산하였다. 재계산된 RTT와 손실 사건률을 

TFRC에 적용함으로써 TFRC가 무선 손실을 혼잡 손실

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혼잡제어를 수행하는 오작동을 

줄이고 링크 계층에서 증가된 RTT를 보상하여 전송 성

능을 향상시킴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 LTE(Long Term Evolution), LTE- 

Advance, 그리고 802.11ac 등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환

경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성능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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