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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은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요구하는 대역폭 및 지

연 한계를 보장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한 혼잡 제어 기법인 COLO TCP 
(Concave Increase Slow Start Logarithmic Increase Congestion Avoidance TCP)를 제안하였다. COLO TCP는 저속 
증가 (Slow Start) 구간에서 오목 증가 (Concave Increas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다량의 패킷 손실을 방지한다. 혼잡 
회피 (Congestion Avoidance) 구간에서는 패킷 손실 이후 감소된 혼잡 윈도우를 빠르게 복구하는 로그 증가 
(Logarithmic Increase)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또한 높은 네트워크 활용도와 패킷 손실률의 감소를 위해 가산 증가 
(Additive Increase) 알고리즘과 적응 감소 (Adaptive Decreas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COLO 
TCP가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CP does not ensure the bandwidth and delay bound required for multimedia streaming services in broadband 

wireless network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ongestion control scheme for efficient multimedia 
transmission, called COLO TCP (Concave Increase Slow Start Logarithmic Increase Congestion Avoidance TCP). The 
COLO TCP prevents the burst packet loss by applying the concave increase algorithm in slow start phase. In the 
congestion avoidance phase, COLO TCP uses the logarithmic increase algorithm that quickly recovers congestion 
window after packet loss. To highly utilize network bandwidth and reduce packet loss ratio, COLO TCP uses additive 
increase algorithm and adaptive decrease algorithm . Through simulation results, we prove that our COLO TCP is more 
robust for random loss. It is also possible for efficient multimedia transmission.

키워드 :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손실 기반 혼잡 제어,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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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LTE (Long Term Evolution), WiMAX (World- 

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와 같은 광
대역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보편화 되었다. 또한 급속
도로 발전하는 하드웨어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스
마트폰, 태블릿 PC 등 고성능의 모바일 단말들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모바일 단말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초고
속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화상 통화나 모
바일 IPTV 서비스 등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
비스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1, 2].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는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송 프로토콜로 FTP (File 
Transfer Protocol),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와 같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의 기반 프로토콜로 사
용된다. TCP는 혼잡 제어 기법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
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에 따라 
전송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혼잡 붕괴 
(Congestion Collapse)를 방지한다. 그러나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에서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은 혼잡 윈도
우를 느리게 증가시키는 반면 패킷 손실 발생 시 혼잡 
윈도우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넓은 대
역폭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개
선하여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
한 네트워크 적응적인 전송률 조절 기법들이 연구되었
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량의 패킷 손실을 야기시
키고, 랜덤 손실에 의한 성능 저하를 유발하여 비디오
의 화질 열화를 발생시킨다 [3, 4].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해 새
로운 혼잡 제어 기법인 COLO TCP를 제안한다. COLO 
TCP는 TCP의 저속 증가 구간과 혼잡 회피 구간에서의 
혼잡 윈도우 조절 알고리즘을 개선한 기법이다. 저속 
증가 구간에서 오목 증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고속 네
트워크에서 다량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였다. 혼잡 회피 구간에서는 라우터 큐의 데이터 양에 
따라 증가율을 조절하는 로그 증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
용 대역폭을 빠르게 점유하여 처리량을 향상시켰다. 또
한 가산 증가 알고리즘을 통해 패킷 손실률을 감소시켰
고, 현재 RTT와 최소 RTT의 비율에 따른 감소율을 이

용하는 적응 감소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송률 진동 및 
처리량 저하 문제를 완화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혼잡 제어 
기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COLO 
TCP를 상세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
한 COLO TCP의 성능을 검증하였고, 5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고속 네트워크에서 TCP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혼잡 제어 기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STCP(Scalable TCP)는 TCP의 AIMD(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 알고리즘이 광대역 네트워크
의 넓은 대역폭을 느리게 점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5]. STCP는 송신측에서 ACK를 받을 
때마다 혼잡 윈도우 크기를 0.01 MSS (Maximum 
Segment Size)만큼 증가시키고, 패킷 손실 발생 시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0.875배로 감소시키는 MIMD 
(Multiplica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를 수
행한다. 혼잡 윈도우 크기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에 빠른 대역폭 점유가 가능하고 패킷 손실에 의한 전
송률 감소폭이 적어 처리율이 향상되지만, 큰 값으로 
고정된 혼잡 윈도우의 증가율과 낮은 혼잡 윈도우의 감
소율로 인해 다량의 패킷 손실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다.

HSTCP (HighSpeed TCP)는 기존의 AIMD 기법의 
혼잡 윈도우를 Low_Window와 High_Window 구간으로 
나눈다 [6]. Low_Window는 Well- Behaving 영역을 위
한 변수이며, High_Window는 10 Gbps의 고속 인터넷 
환경을 위한 변수이다. Well-Behaving 영역은 손실률
이 10-2에서 10-4정도인 저속 네트워크 구간을 의미
한다. 또한 HSTCP는 패킷 손실률 변수인 Low_P와 
High_P를 가진다.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HSTCP
는 현재 혼잡 윈도우에 따라 AIMD의 증가 및 감소 변
수를 동적으로 선택한다. HS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
즘은 고속 네트워크의 넓은 대역폭을 빠르게 점유하여 
높은 네트워크 활용도를 갖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혼
잡 윈도우의 급격한 증가와 지수 감소로 인한 동적 진
동 문제가 발생하며, 짧은 RTT를 가진 플로우가 큰 
RTT를 가진 플로우에 비해 높은 전송률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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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 O LO  T C P의 혼잡 윈도우 제어
Fig. 1 Congestion window control in COLO TCP

RTT 불공정성 (Unfairness)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Cubic TCP는 혼잡 윈도우 크기를 마지막으로 발생
한 혼잡 이벤트 이후의 경과 시간에 대한 3차 함수를 이
용하여 조절한다 [7]. 혼잡 윈도우 크기를 3차 함수를 
통해 조절하기 때문에 윈도우 크기를 증가시키는 두 가
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로 혼잡 윈도우 크기를 오목 함
수 (Concave Function) 형태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마
지막 혼잡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의 혼잡 윈도우 크기
까지 윈도우 크기를 빠르게 증가시킨다. 두 번째로 혼
잡 윈도우 크기를 볼록 함수 (Convex Function) 형태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대역폭을 점유하기 위
해 혼잡 윈도우 크기를 처음에는 느리게 증가시키다가 
점차 증가 속도를 높인다. Cubic TCP는 삼차함수를 활
용한 혼잡 윈도우 증가를 통해 고속 네트워크에서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지만 추가적인 대역폭 점유를 위해 혼
잡 윈도우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다량의 패킷 손실을 유
발하는 문제가 있다.

Compound TCP는 혼잡을 판단하기 위해 송신측에
서 예측한 큐잉 지연을 이용하여 전송률을 조절한다[8]. 
예측한 큐잉 지연이 작은 경우 네트워크의 혼잡이 없다
고 판단하여 전송률을 빠르게 증가시킨다. Compound 
TCP 기법은 TCP-Reno의 AIMD 방식과 지연 기반의 
혼잡 윈도우 조절 방식 모두를 이용하여 두 개의 혼잡 
윈도우를 유지한다. 실제 혼잡 윈도우 크기는 두 윈도

우 크기를 합한 값을 사용한다. 네트워크 상태가 혼잡
하지 않으면 지연 기반의 윈도우를 증가시켜 가용 대역
폭을 빠르게 점유하고, 큐잉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기
반의 윈도우는 감소시키지만 AIMD 기반의 윈도우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윈도우를 합한 크기가 가용 
대역폭과 유사하게 유지되어 처리량 향상을 이루었다. 
그러나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TCP-Reno와 같은 방식
으로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감소시켜 랜덤 손실에 의한 
성능 저하가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연구들은 TCP의 보수적인 혼잡 제어 기법을 개
선하여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의 대역폭 활용도를 향상
시켰지만, 다량의 패킷 손실을 야기하고 랜덤 손실에 
의한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저속 증가 구간과 혼잡 회피 구간에서의 혼잡 
윈도우 조절 알고리즘을 개선한 COLO TCP 기법을 제
안한다.

Ⅲ. COLO TCP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OLO TCP는 TCP의 저속 증

가 구간과 혼잡 회피 구간에서의 혼잡 윈도우 조절 알
고리즘을 개선한 기법으로 전체적인 동작 방식은 그림 
1과 같다. COLO TCP의 저속 증가 구간은 기존의 TCP
와 동일하게 혼잡 윈도우를 증가시키는 지수 증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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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과 다량의 패킷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오목 증가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혼잡 회피 구간은 패킷 손실로 
인해 감소된 혼잡 윈도우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한 로그 
증가 알고리즘, 다량의 패킷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가
산 증가 알고리즘, 그리고 RTT에 따라 적응적으로 혼
잡 윈도우를 감소시키는 적응 감소 알고리즘으로 구성
된다.

저속 증가 구간의 지수 증가 알고리즘은 기존 TCP와 
동일하게 매 RTT 마다 혼잡 윈도우를 두 배로 증가시
키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ssthresh가 1/2인 구간까지 
동작한다. 오목 증가 알고리즘은 저속 증가의 급격한 
혼잡 윈도우 증가로 인한 다량의 패킷 손실을 방지하고 
최대 혼잡 윈도우를 탐색한다. 혼잡 회피 구간의 로그 
증가 알고리즘은 감소한 혼잡 윈도우를 빠르게 복구하
며, 병목 링크의 라우터 큐의 데이터 양에 따라 증가율
을 조절한다. 혼잡 윈도우의 증가율이 최대 윈도우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므로 패킷 손실률을 감소시키고 
처리량을 향상시킨다. 가산 증가 알고리즘은 증가율이 
1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기존 TCP와 동일하게 매 RTT
마다 혼잡 윈도우를 1씩 증가시킨다. 적응 감소 알고리
즘은 현재 RTT와 최소 RTT의 비율에 따른 감소율을 
이용하여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킨다.

3.1. 저속 증가 구간
TCP의 저속 증가는 매 RTT마다 혼잡 윈도우를 두 

배로 증가시킨다.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넓지 않을 경우 
혼잡 윈도우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저속 증가 구간에서 
손실 되는 패킷의 수가 적다. 그러나 고속 네트워크에
서 혼잡 윈도우를 두 배로 증가시키는 동작은 상당히 
많은 양의 패킷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TT
가 100ms인 네트워크에서 2초 동안 저속 증가를 수행
하였을 경우 1,048,576 패킷을 전송하게 되는데 가용 
대역폭이 이 패킷의 만 수용이 가능할 경우 699,050 패
킷이라는 상당량의 패킷이 손실된다. 저속 증가 구간에
서 다량의 패킷 손실은 네트워크의 지연을 유발하므로 
스트리밍 초기에 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저속 증가는 RTT를 이용하여 
저속 증가 구간에서의 혼잡 윈도우 증가율을 감소시켜 
다량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기존의 
고속 TCP 관련 연구들은 ssthresh를 과도하게 큰 값으
로 설정하여 최대 혼잡 윈도우를 빠르게 탐색하지만 다

량의 패킷 손실로 인한 지연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저속 증가는 기존 지수 
증가 알고리즘에 오목 증가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혼잡 
윈도우를 증가시킨다. 

먼저 지수 증가 알고리즘은 기존 TCP의 저속 증가와 
동일하게 매 RTT 마다 혼잡 윈도우를 식 (1)과 같이 두 
배씩 증가시킨다. 제안 기법과 기존 TCP와의 차이점은 
혼잡 윈도우를 ssthresh의 절반까지만 증가시키는 점이
다. 이때 ssthresh는 수신측의 버퍼 크기로 설정한다. 혼
잡 윈도우가 1/2 ssthresh보다 커지면 오목 증가 알고리
즘으로 동작한다.

 ×  i f   

   (1)

오목 증가 알고리즘은 최대 윈도우 크기를 다량의 패
킷 손실 없이 탐색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현재 RTT에 
따라 혼잡 윈도우의 증가율을 두 배보다 작게 조절한다. 
네트워크에 패킷이 가용 대역폭 보다 많이 유입되면 라
우터 큐에 패킷이 쌓이게 되고 RTT가 점차 증가한다. 
패킷이 라우터 큐의 용량을 초과하도록 유입되면 패킷 
손실이 발생한다. 제안하는 오목 증가 알고리즘은 패킷
이 라우터 큐에 쌓이기 시작하면 RTT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증가율을 조절한다. RTT 변화에 따른 혼잡 윈도
우는 식 (2)과 같다. baseRTT는 세션 연결 후 측정된 최
소 RTT를 나타낸다. 네트워크가 혼잡하지 않을 경우 
현재 RTT가 baseRTT와 유사하여 혼잡 윈도우를 두 
배 가까이 증가시키지만, 네트워크에 패킷이 다량으
로 유입되어 RTT가 증가할 경우 baseRTT와의 비율
에 γ제곱만큼 증가율이 감소한다. 현재 RTT가 증가
할수록 증가율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므로 혼잡 윈도우
가 가용 대역폭을 급격하게 초과하지 않게 되어 다량
의 패킷 손실을 유발하지 않는다.

 ×× 
 



     (2)

그림 2는 RTT 변화에 따른 오목 증가 알고리즘을 적
용한 저속 증가의 혼잡 윈도우 변화를 나타낸다. 현재 
RTT가 증가하여 기존에 두 배로 증가하던 혼잡 윈도우 
보다 낮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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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Search-step Feedback-metric
Experimentally-observed Time for Acquiring

1 Gbps 2.5 Gbps 8 Gbps

NewReno Additive Increase Packet Loss ~ 12,000 RTTs ~ 29,900 RTTs ~ 95,580 RTTs

HighSpeed Multiplicative 
Increase Packet Loss ~ 250 RTTs ~ 600 RTTs ~ 1,610 RTTs

CUBIC Additive/Binary-
search Increase Packet Loss ~ 100 RTTs ~ 220 RTTs ~ 693 RTTs

표 1. 다양한 TCP 프로토콜들의 가용 대역폭 점유 소요 시간
Table. 1 Time taken to acquire an available bandwidth by various TCP protocols

2

Time

Congestion
Window

그림 2. 저속 증가 구간에서 오목 증가
Fig. 2 Concave increase in slow start phase

3.2. 혼잡 회피 구간
TCP는 혼잡 회피 알고리즘으로 AIMD를 사용한

다. AIMD는 패킷 손실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
로 전송률을 증가시키고,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네트
워크에 혼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혼잡 윈도우를 
반으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
의 예측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혼잡에 대한 빠른 대
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속 네트워크에서 매 RTT마
다 혼잡 윈도우를 1씩 증가시키는 TCP의 가산 증가
와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지수 감소는 넓은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표 1은 고속 TCP Variant들이 혼잡 회피를 통해 가용 
대역폭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나타낸다. AIMD
를 사용하는 TCP NewReno의 경우 RTT가 100ms라고 
가정하였을 때 1 Gbps의 가용 대역폭을 점유하기까지 
20분이 소요된다. 또한 패킷 손실이 발생하여 혼잡 윈도
우가 절반으로 감소하였을 때 다시 혼잡 윈도우를 복구
하기 위해 10분정도의 긴 시간이 다시 소요되기 때문에 
대역폭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9].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혼잡 회피는 패킷 손실 발생으
로 인해 감소된 혼잡 윈도우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한 
로그 증가 알고리즘, 다량의 패킷 손실을 회피하기 위
해 혼잡 윈도우를 TCP와 동일하게 증가시키는 가산 증
가 알고리즘, RTT의 비율에 따라 적응적으로 혼잡 윈
도우의 감소율을 조절하는 적응 감소 알고리즘으로 구
성된다.

로그 증가 알고리즘에서 혼잡 윈도우의 증가율은 병
목 링크의 라우터 큐에 있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조절
된다. 혼잡 윈도우의 크기는 ACK 패킷이 도착할 때마
다 식 (3)과 같이 증가한다. cwndi+1은 다음 혼잡 윈도우
의 크기, cwndi는 현재 혼잡 윈도우의 크기, α는 혼잡 
윈도우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가산 증가 알고리즘에서 
혼잡 윈도우는 TCP와 동일하게 RTT마다 1씩 증가한
다. 적응 감소 알고리즘에서 혼잡 윈도우는 RTT 비율
에 따른 혼잡 윈도우 감소율에 의해 식 (4)와 같이 감소
한다.

  

              (3)

  ×    (4)

3.2.1. 로그 증가 알고리즘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에서 TCP는 혼잡 윈도우를 보

수적으로 증가시켜 넓은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COLO TCP는 혼잡 회피 구간
에서 혼잡 윈도우를 대수적으로 증가시켜 패킷 손실
에 의한 혼잡 윈도우 감소를 빠르게 복구한다. 혼잡 윈
도우의 증가율은 병목 링크에서 라우터 큐의 데이터 
양에 따라 조절된다. 라우터 큐에 데이터 양이 적을 경
우 네트워크의 상태가 원활하다고 판단되므로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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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의 증가율을 높게 설정하여 가용대역폭을 빠르
게 점유한다. 라우터 큐에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 네트
워크 상태가 혼잡하다고 판단하여 혼잡 윈도우의 증
가율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다량의 패킷 손실을 방지
한다. 

로그 증가 알고리즘에서 매 RTT마다 혼잡 윈도우는 
식 (5)와 같이 증가한다. 혼잡 윈도우의 증가율인 α는 
현재 라우터 큐의 데이터 양인 Diff가 작을수록 혼잡 윈
도우의 최대 증가율인 max로 설정되며, 네트워크 상태
가 원활한 상황에서 가용 대역폭을 빠르게 점유하는 것
이 가능하다. Diff가 점차 증가할수록 혼잡 윈도우의 증
가율은 감소하게 되며, 라우터 큐의 최대값인 max에 
가까워질수록 혼잡 윈도우의 증가율은 최소 증가율인 
min으로 설정된다. 이와 같이 혼잡 윈도우를 조절함으
로써 가용 대역폭을 천천히 점유하여 다량의 패킷 손실
을 방지한다.

  min max max


max (5)

COLO TCP는 식 (6)과 같이 혼잡 윈도우를 현재 라
우터 큐의 데이터 양을 기반으로 라우터 큐의 크기를 
예측한다. 라우터 큐의 데이터 양은 네트워크 경로에서 
패킷의 전송 지연을 나타내기 위해 세션 연결이 유지되
는 동안 측정된 RTT 중 최소값을 가지는 baseRTT, 현
재 측정된 RTT를 평활화한 SRTT (Smoothed Round 
Trip Time), 그리고 혼잡 윈도우 크기를 이용하여 계산
한다.

 
  
  

 (6)

Expexted는 네트워크 경로의 전송 지연에 대한 예측 
처리량이고, Actual은 전송 지연과 큐잉 지연에 대한 예
측 처리량을 나타낸다. Diff는 현재 라우터 큐의 데이터 
양을 나타내는 값으로 Expexted, Actual, 그리고 
baseRTT를 통해 계산한다. 라우터 큐의 최대 크기인 
max는 패킷 손실 발생 직전의 RTT (lastRTT)를 이용
하여 계산한 Actual을 통해 얻은 Diff와 같다.

3.2.2. 가산 증가 알고리즘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를 위해 높은 값으로 고정된 혼

잡 윈도우의 증가율과 낮은 값으로 고정된 혼잡 윈도우
의 감소율을 사용할 경우 혼잡 상황 발생 시 많은 양의 
패킷 손실을 유발하는 Heavy Congestion이 발생한다. 
Heavy Congestion은 네트워크 용량을 초과하도록 혼잡 
윈도우를 증가시켜 다량의 패킷 손실을 발생시키는 현
상이다. Heavy Congestion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생
하는 다량의 패킷 손실은 하나의 손실 이벤트로 고려되
므로, 패킷 손실 확률 또는 손실 이벤트 확률이 높은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량의 패킷 손실로 인
해 TCP의 타임아웃 시간을 증가시키고 잦은 저속 증가 
진입을 유발하여 급격한 처리량 저하를 야기한다.

COLO TCP는 Heavy Congestion을 방지하기 위해 
Diff가 max에 가까워질수록 혼잡 윈도우의 증가율을 
최소값인 1까지 감소시킨다. 따라서 혼잡 윈도우를 
TCP와 동일하게 매 RTT마다 1씩 증가시키는 가산 증
가를 수행한다. 네트워크의 혼잡 정도가 상승할 경우 
로그 증가 알고리즘 대신 가산 증가 알고리즘을 수행하
여 다량의 패킷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 TCP 이상의 성
능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다.

3.2.3. 적응 간소 알고리즘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은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도록 혼잡 윈도우의 
감소율인 β가 0.5로 고정되어 있다. 광대역 무선 네트
워크에서 0.5로 고정된 β는 혼잡 윈도우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네트워크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값으로 고정된 β는 지수 감소 이후 혼잡 윈
도우를 다시 복구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가용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COLO TCP는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의 넓은 대역폭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RTT를 기반으로 네트워
크 상태를 예측하여 β를 적응적으로 조절한다. 식 (7)
은 RTT에 따라 변화하는 β를 나타낸다. RTT가 
baseRTT와 비슷하게 작은 값을 가질 경우 네트워크 상
태가 원활하다고 판단하여 β를 1에 가깝게 설정한다. 
반면 RTT가 점차 증가하여 baseRTT의 두 배가 되면 
TCP와 동일하게 β를 0.5로 설정하게 된다. β를 RTT
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무선 손실과 같이 네트워크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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