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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무선 기지국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재전송을 담당하는 Agent를 설치하여 신뢰성있는 멀티

캐스트프로토콜인MFTP에서의재전송률을 낮추고자한다. 유무선통합환경에서신뢰성있는멀티캐스트프로토

콜 사용시, 무선 링크의 비트에러와 단말의 이동성을보장하기위한 핸드오프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오류

때문에 멀티캐스트 그룹에 제어 및 재전송 패킷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멀티캐스트 그룹 세션 전체 성능이 저하

된다. 본 논문은 기지국에 무선 환경에 있는 단말의 복구 요구 패킷에 대한 복구 패킷 전송을 담당하는 Agent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MATLAB를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이멀티캐스트 세션에 복구 요구 및 복구 패킷

의 수을 줄일 수 있고 멀티캐스트 그룹 세션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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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using reliable multicast protocol over air links, the multicast packets lost in the air

link cause the initiation of retransmission request packets and the implosion of retransmission packets,

which deteriorate multicast session performance. This paper proposes on the efficient reliable multicast

mechanism in wireless networks utilizing the Agents. In this paper we show the design of a retransmission

agent which improves the performance of reliable multicast sessions in wireless network. The main idea

is to cache reliable multicast packets at the base station and perform local retransmissions across the

wireless link. MATLAB has been used to simulate and to get performance results for signaling overhead

and processing delay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proposed agent model to the Multicast File Transfer

Protocol. It has been proven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at the proxy module make pass trials shorter

in Multicast File Transfe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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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멀티캐스트는동시에다수의수신자에게동일한데이

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법이다. 송신자가 하나의

패킷을 송신하여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전달하여 네트워

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실시간교육, 소프트웨어의갱신, 원격진료와같은응용

프로그램에서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될 수 있다[1, 2].

그러나현재의인터넷멀티캐스트에서는UDP를전송

프로토콜로서사용하기때문에데이터전송에대한신뢰

성은보장하지못한다. 따라서패킷전송시신뢰성을보

장해야 하는 파일의 전송 등에는 아직까지도 다수의

TCP 연결을 통하여 가상 멀티캐스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기관과 표준화 단체

에서멀티캐스트환경에서도신뢰성을보장해줄수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멀티캐스트전송프로토콜의신뢰성을보장해주기위

해서는 전송 제어 패킷의 사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

다. 그러나 다수의 멀티캐스트 세션 가입자가 있는 멀티

캐스트 그룹에서 제어 패킷을 사용할 경우 제어 패킷에

의한 폭주란 위협이 도사린다.

각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은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가 오류를 검출하였는가에 따라서 송신자 기반

과수신자기반방식으로나뉘며, 제어패킷의폭주를억

제하여 확장성을 제공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복구

그룹, 트리기반, 토큰링기반방법이대표적으로제안되

고있다. 지연시간은현재시간과송신자의단방향지연

시간 사이에 균일 분포로 설정된다. 이것은 송신자에 가

까운 멀티캐스트 그룹 구성원이 먼저 패킷을 보내도록

하여멀리떨어진그룹구성원은패킷을보내어폭주시

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MFTP는 멀티캐스트

를 이용하여 실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파일을 전송한다.

비트 에러와 핸드오프로 인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무선환경에서기존의TCP을사용하면무선환경오류에

대해 TCP 제어 기능은 혼잡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여

Slow-Start를 다시하거나전송윈도우사이즈를반으로

줄이게 된다. 무선환경에서의 TCP 데이터 서비스 개선

을위해외래에이전트에서의간접연결, 기지국의 snoop

모듈을 이용한 오류 복구, 빠른 재전송/빠른 복구 기법,

선택적재전송기법, 등다양한아이디어가제시된바있

다[3, 4, 5, 6, 7, 8].

IPTV가급속히확산됨에 따라무선멀티미디어데이

터 통신 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망 구조가 요구되며, 한 유

무선 통합 고속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은 필연적이다. 유

무선 통합환경이 되면 기존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활성

화되고 있는 신뢰성 있는 멀티캐스트 전송 기법도 무선

통신 환경에서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무

선환경에서도멀티캐스트데이터전송상의신뢰성향상

이 기대된다[9, 10, 11, 12, 13]. 하지만 비트 에러와 핸드

오프로인해오류가많이발생하는무선환경에서신뢰성

있는멀티캐스트프로토콜을사용하면무선환경가입자

의신뢰성있는데이터수신에문제가발생할뿐만아니

라유선네트워크의멀티캐스트세션가입자에게잉여의

패킷이 전송되어 망 자원을 소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지국에 패킷 지역 재전송을 담당하

는Agent을두어유무선통합환경에서신뢰성있는멀티

캐스트 프로토콜의 성능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선 환경의멀티캐스트가입자는기지국의 Agent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며 실질적인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책

임을 지게된다. Agent은 무선 네트워크 가입자와 지역

재전송을담당하여무선환경의가입자에게손실된패킷

에 대한 빠른 복구를 수행한다.

IIR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인

MFTP에대해서살펴보고기존에연구된무선환경에서

TCP 성능향상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며 3장에서는 먼저

무선 이동 단말의 멀티캐스트 데이터 송수신 방법에 대

해서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지국의

Agent의 기능에대해서기술한다. 4장에서 MATLAB를

이용한시뮬레이션및결과분석을하고 5장에서결론은

맺는다.

2. 신뢰성 있는 멀티캐스트 전송
 계층 프로토콜

2.1 Multicast File Transfer Protocol(MFTP)
MFTP는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신뢰성 있게 파일을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송하기위한 프로토콜이다[14, 15].

응용프로그램에따라두가지모드로의동작이가능하다.

멀티캐스트그룹의정확한가입자정보를알고동작하는

모드와 정확한 수신자 정보 없이 동작하는 모드로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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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전송 기법
MFTP는 UDP/IP를 이용하여 파일을 다수의 수신자

에게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송신자와 수신자들의 단

말에서MFTP 프로토콜기능을수행하며데이터의오류

여부는 UDP의 Check Sum을 이용한다. 송수신자는 파

일시스템으로부터직접파일을읽어서전송하며수신자

는 수신과 동시에 파일 시스템을 작성하게 된다. 네트워

크 전송 방식에는 유니캐스트, Anycast, 멀티캐스트 방

식이있으며송신자가수신자의개별적인정보를가지고

있을때사용되거나수신자가한명일때유니캐스트방

식으로 동작한다. Anycast 모드는 네트워크가 멀티캐스

트모드를지원하지않을때사용되나해당네트워크트

래픽이증가하므로피해야한다. 일반적으로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동작한다.

[Fig. 1] First Pass in MFTP

MFTP 데이터 메시지와 제어 메시지는 Well-known

UDP 포트 번호로 전송된다. MFTP 송신단에

Well-known UDP 포트에각수신자들로부터의제어트

래픽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제어 포트를 설정하여 수신자

와의 별도의 session 포트를 설정한다.

MFTP에서 수신자가 임의로 파일을 수신할 수 없고

파일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파일 송신을 알리고 파일 전

송을수행한다. 파일 송신자는 Announce 메시지를이용

하여파일식별자, 파일의크기, 등과같은파라미터값을

수신자에게 전송한다. 파일 전송을 위해 Public 그룹 주

소와 Private 그룹 주소가 사용된다. Public 주소로 수신

자의 인증절차를 마친 후 송신자는 Private 주소를 수신

자에게 알려주면 수신자는 이 주소로 파일을 수신하게

된다. Public 주소 관리에는폐쇄형(Closed) 모드와 개방

형(Open) 모드가있다. 폐쇄형모드에서송신자는 각수

신자의 인증 절차를 수행한 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

로수신자가작고엄격한그룹관리를필요로하는파일

전송 방식에 사용된다. 개방형 모드에서는 송신자는 무

상으로 배포되는 응용 프로그램 전송에 사용될 수 있으

며 수신자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두 가지

방식으로사용될수 있다. 수신자를관리하지않는전송

모드에서는 Registration 나 Done 메시지를전송하지 않

고 MFTP DTU와 Status 메시지만 사용하여 파일을 수

신한다.

파일을 블록들로 나누어 IP 패킷의 최대 크기로 구성

된 블록을형성한다. Fig. 1에서 보는 것과같이 첫번째

패스에서멀티캐스트방식으로블록의모든패킷들을전

송한다. 블록의 모든 패킷을 전송한 후 송신자는 수신자

들에게 상태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신자들의 패킷

수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수신자들은 상태 요

구 메시지를 받으면 손실된 블록의 패킷의 수신여부를

블록비트맵에표기하여유니캐스트방식으로송신자에

게 전송한다. 그림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송신자는

수신자들의블록비트맵을수집하여블록비트맵중최

소한 한번이라도 재전송을 요구한 패킷에 대해서 두 번

째패스에그패킷에대한재전송을수행한다. 모든수신

자가 블록의 모든 패킷들을 다 받았을 때까지 계속해서

패스를 반복한다. 패스의 끝에 도달하지 않으면 송신자

는전송을멈추지않기때문에높은 Round Trip Delay에

영향을받지않는다. NAK트래픽은블록의모든패킷을

수신한후 NAK에대한정보를 수집하여보내므로줄어

든다.

[Fig. 2] Second Pass in M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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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TP에서 수신자의 윈도우 사이즈를 크게 하므로

모든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지만 블록의 모든 패킷들을

저장하기 위해 주 메모리를 예약하면 메모리 자원이 낭

비되므로하드디스크에자원이예약되어야한다. 그러므

로송신자도송신자저장장치가필요하며적절한시기에

하드디스크로부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송신자 데이터

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전송을 위

한 전송 제어 기법이 필요하다. 송신단에서 손실률 임계

값을 설정하여 임계값을 넘는 가입자에 송신자 임의로

탈퇴시킨다.

3. MFTP 성능향상을 위한 Agent의 
기능

MFTP는 파일을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무선의 가입자는

MFTP 서버로부터파일을수신할때무선환경으로데이

터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선 환경의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NACK 비트 맵을 전송하여 재전송을 요구

하게 된다. 송신자는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재전송 패킷

을전송하게되고무선환경의가입자에게만국한된패킷

이전체멀티캐스트가입자에게전송되므로전체인터넷

트래픽을 증가시킨다. 본 절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

의 멀티캐스트 가입자가 MFTP로 송수신 할 때 기지국

에서 무선 환경의 가입자에게만 필요한 패킷 재전송을

담당하는 Agent을 설계한다.

[Fig. 3] PDU_DATA_TRANSFER Packet Processing Algorithm

3.1 Agent의 PDU_DATA_TRANSFER 데이터 
처리

PDU_DATA_TRANSFER 패킷은 서버가 파일을 가

입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각 가입자는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유니캐

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동작한다. 멀

티캐스트모드에서이데이터는멀티캐스트주소를사용

하며 전송하며 패스 번호, 블록 번호, DTU 번호를 포함

하고 있다. 패스 번호는 가입자가 현재 패스 번호를 알

수있게하고상태를상위응용프로그램에알린다. 그리

고 블록 번호는 패스 내에 블록번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DTU 번호는 현재 패킷의 순차 번호를 나타낸다.

Fig. 3은 PDU_DATA_TRANSFER 패킷을 Agent이

수신했을 때의 처리 순서도를 나타낸다. 먼저 데이터 소

스가무선링크인지유선링크인지확인한후유선링크

로부터 PDU_DATA_TRANSFER이면 블록 번호를 검

사하여 현재 수신 중인 불락 번호이면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한다. MFTP에서 블록 별로 흐름 제어를 수

행하므로기지국의 Agent에서는 현재전송되고있는블

록만 저장해서 메모리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해당 패킷

이전의 순차 번호와 비교하여 바로 다음 순차 번호이면

버퍼에 저장한 후 그 데이터를 무선 네트워크에게 전송

한다. 저장된 패킷은 무선 환경의 단말이 재전송을 요구

할 때 재전송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유선 링크

로부터 PDU_DATA_TRANSFER를 수신하면 순차 번

호를 검사한 후 블록의 최상위 패킷이면 무선 링크로

NAK비트맵을만들어빠른재전송요구메시지를전송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선 링크로 전송한다.

[Fig. 4] PDU_STATUS_REQUEST Packet Process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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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gent의 PDU_STATUS_REQUEST 데이터 

처리
MFTP 송신자가 수신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

PDU_STATUS_REQUEST를 보낸다. PDU_STATUS_

REQUEST를 받은 수신자는 서버에게 PDU_NAK을 사

용하여 상태 정보를 알려준다. 상태정보에는 패스 번호,

블록번호, DTU 범위, 상태형식을포함하고있다. 블록

번호는 32비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첫 번째 필드는 DTU

범위의첫번째블록을그리고두번째필드는 DTU범

위의마지막블록을나타낸다. Fig. 4는 PDU_STATUS_

REQUEST를 수신했을때 Agent에서 수행하는일을나

타낸다. PDU_STATUS_REQUEST는 상태 정보 요구

메시지이기때문에목적지링크로전달하는기능을수행

한다.

3.3 Agent의 PDU_NAK 데이터 처리
PDU_STATUS_REQUEST를 수신한 가입자는 상태

정보를 PDU_NAK를 이용하여 MFTP 송신자에게 보낸

다. 이 PDU_NAK에는 수신자가 수신하지 못한

PDU_DATA_TRANSFER 패킷에 대해서 비트 맵을 이

용하여 송신자에게 재전송을 요구한다. Fig. 5은 기지국

의 Agent이 이 PDU_NAK 패킷을 수신했을 때의 패킷

처리 순서도를 나타낸다. 먼저 유선 링크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무선 링크로부터 오는 지 구분한다. 무선링크로

부터오면버퍼에비트맵에대한순차번호가있는패킷

에 대해서 PDU_DATA_TRANSFER를 전송하고 다시

PDU_NAK 패킷을 만들어 다시 무선 링크로 보낸다. 그

리고 패킷이 없으면 PDU_NAK을 무선 링크로 보낸다.

[Fig. 5] PDU_NAK Packet Processing Algorithm

무선링크로부터 오면 버퍼에 비트 맵에 대한 순차번

호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PDU_DATA_TRANSFER

를 전송하고 다시 PDU_NAK 패킷을 만들어 다시 무선

링크로 보낸다. 그리고 패킷이 없으면 PDU_NAK을 유

선 링크로 보낸다.

Agent에 의한 성능향상을 검증하기 위해 Fig. 6와 같

은토폴로지를구성하였다. 유선 네트워크에는 1개의파

일송신자와 3개의파일수신자로구성하였으며무선네

트워크의가입자와연결하기위한기지국을통해서연결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MFTP 파일 송신자는

먼저 가입자의 수와 가입자의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으

며파일송신도중에새로운가입자는없다고가정하였다.

[Fig. 6] MFTP Simulation Topology

4. Agent에 의한 MFTP 성능 분석
기지국의 Agent은 MFTP의 NAK비트맵의확인하고

무선네트워크의가입자가수신하지못한데이터에대해

서재전송을 수행하고 NAK비트맵을다시파일송신자

에게 전송한다. 송신 데이터에 대한 임의의 오류를 생성

하기 위해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0.01 의 확률로 오류를

발생시키고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0.02의 확률로 오류를

발생시켰다.

Agent에 데이터패킷이경유하면무선네트워크의가

입자가 현재 블록과 비교한다. 비교하여 같은 블록의 데

이터 패킷이면 저장하고 아니면 폐기한다. 이는 기지국

의 버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수신단 상태

요구 패킷이 경유하면 목적지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다

음으로 NAK 비트 맵 패킷이 기지국을 경유하며 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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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맵중무선또는유선네트워크의가입자가수신하

지 못한 패킷에 대해서 버퍼에 있는지를 검사하고 버퍼

에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 패킷을 전송한다. 그리고 그

패킷을 제외한 다시 말해 기지국의 버퍼에도 없는 패킷

에 대해서 다시 NAK 비트맵 패킷을 만든다. 이 패킷을

파일 송신자에게 요구하면 이 패킷에 대한 재전송이 수

행된다. 연속적으로패스를반복하여기지국에서보내는

NAK비트맵패킷이모두 0일때현재블록번호를증가

시킨다.

Fig. 7는유선네트워크의MFTP 파일수신자의각패

스별패킷의수를나타낸다. Agent이 추가됨으로패스가

줄어들고한블록을전송하는데필요한패킷이줄어듦을

나타내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의 가입자로 인하여 발생

하는 유선 네트워크 가입자에게는 불필요한 패킷이다.

한 파일을전송받는도중에가입및탈퇴가불가능하므

로 유선 네트워크 가입자가 해당 패스를 모두 수신했어

도무선네트워크의오류로인한패스를종료할수없다.

이는 인터넷 백본에 불필요한 트래픽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유선네트워크단말에파일을수신하는데시간이

오래 걸리게 한다.

[Fig. 7] The Numbers of Packets for each Pass

Fig. 8는무선네트워크의가입자가하나의파일을수

신하는데요구되는시간을나타낸다. Y축은유선네트워

크가입자가 1M Byte를 수신하는데소요되는시간을나

타내며 X축은 무선 네트워크의 가입자 수를 나타낸다.

그림에서보는것과같이Agent이 추가됨으로파일수신

시간이 Agent가 없는 상황 보다 줄어들며 이는 유선 네

트워크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8] The Estimated Time for Receiving 1M Byte File

5. 결론
유선 네트워크에서 연구되고 있는 신뢰성 있는 멀티

캐스트 프로토콜들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호스트의 이동

성을지원할수있다면무선이동환경에서도그대로사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에 호

스트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도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인터넷멀티캐스트프로토콜이이동성을지원하

더라도 지연 시간 및 오류율 (error rate)이 급격히 증가

하여신뢰성을요구하는응용개체에서빈번한서비스의

단절이나성능저하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신뢰성있

는멀티캐스트프로토콜이무선이동환경에서사용되기

위해서는 오류 복구 및 흐름 제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계층에서지원되지않고있는호스트의이동성을복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과 신뢰성을 함께 고려하여 무

선환경에서단말이신뢰성있는멀티캐스트데이터를송

수신할 때 기지국에 무선 환경으로 인한 손실로 재전송

요구에대한재전송담당하는 Agent을 추가함으로신뢰

성 있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성능이 향상됨을 검증하고

있다. 다시말해, 멀티캐스트그룹에대한복구요구패킷

수가 줄고, 그에 대응하는 복구 패킷 수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멀티캐스트 단말의 성능이 향상됨을 MATLAB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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