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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네트워크 및 이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저 전력 저 손실 네트워크(Low power and Lossy network) 환경에서 쓰

이는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가 있으며, 해당 프로토콜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유연

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패킷 재전송 주기 설정 옵션을 가진다. 하지만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 환경이 패킷 손실 및 지연 

여부를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수신과 응답 양측 디바이스의 패킷 흐름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콜의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새로운 필드 값을 적용하여 CoAP 
패킷 재전송 주기를 네트워크 환경의 상태에 따라 동적으로 설정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동적으로 재전송 

주기를 설정함으로써, 패킷 손실에 의한 서비스 장애 극복 및 패킷 지연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패킷 재전송을 방지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한다. 

키워드: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저 전력 저 손실 네트워크(Low power and Lossy Network), 동적 
재전송(Dynamic retransmission)

I. 서 론

최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PC 
환경 네트워크가 아닌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네트워크 및 이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네트워크는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며 패킷 유실이 PC간의 네트워크에 

비해 자주 일어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저 전력 저 손실 네트워크라 

한다[1]. 이러한, 저 전력 저 손실 네트워크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IBM에서 제안한 MQTT(MQ Telemetry Transport) 프로토콜

[2], IETF 워킹그룹 ROLL(Routing Over Low Power and Lossy 
network)에서 발표한 RPL(IPv6 Routing Protocol for Low-Power 
and Lossy Networks)[3], IETF 워킹그룹 CORE(Constrained 
RESTful Environments)에서 발표한 CoAP[4] 등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CoAP 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패킷 

재전송 주기 설정 옵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CoAP통신이 이루어지

는 네트워크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송수신 장비 모두의 패킷 전송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CoAP에 네트워크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필드 값을 적용하고 기존의 ACK_TIMEOUT 필드를 이용하여 패킷 

손실 및 지연이 일어나는 네트워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동적 패킷 재전송 타이머 설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 연구로써 기존의 CoAP 

프로토콜에서의 통신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3장은 능동적 재전송 

타이머 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명시 한다.

II. 관련 연구

1. CoAP

IETF CoRE 워킹그룹의 핵심 프로토콜인 CoAP 는 드래프트 

18에서 RFC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CoAP는 제한적인 자원과 저 

전력을 요구하는 장비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제작된 프로토콜로

써, RESTful [5] 개념을 채택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였으며 어플리케이

션과의 연동을 고려하여 기존 HTTP 프로토콜과 유사한 포맷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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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AP 레이어

Fig. 1. Coap Layer

그림 1. 은 CoAP 의 논리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CoAP는 UDP와 

같은 데이터 그램 방식의 전송 계층에서 비동기 통신으로 구현된다. 
UDP 패킷 구현 특성상 TCP 방식의 패킷 신뢰성을 전송 계층에서 

보장받지 못하므로 프로토콜 자체에 신뢰성을 위한 재전송 및 타이머 

관리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RFC 규격 문서에서는 이러한 옵션의 

값 을 고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신뢰성 메시지 전송

Fig 2. Confirmable Message Transfer

 

그림 2. 는 CoAP 의 신뢰성 메시지 전달의 흐름을 나타낸다. 
신뢰성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CON 필드를 사용하며, 메시지 아이디를 

이용한 피기 백(piggy-back) 방식으로 패킷의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 한다.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케이스는 크게 패킷 

손실과 패킷 지연이 있다. CoAP 는 이러한 네트워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요청 패킷전송 후 프로토콜의 ACK_TIMEOUT 값으로 설정된 

시간 이내에 응답 패킷을 수신하지 못하면, 재송신을 한다. 그림 

3, 그림 4 와 그림 5는 각 상태별  CoAP 통신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3. 요청 패킷 손실 시 CoAP 통신

Fig. 3. Request Packet Loss Case

그림 4. 응답 패킷 손실 시 CoAP 통신

Fig. 4. Response Packet Loss Case

그림 5. 패킷 지연 시 CoAP 통신

Fig. 5. Packet Delay Case

그림 3,4,5 의 통신 과정은 패킷 손실과 패킷 지연 상태 모두 

패킷 재전송으로 대처함을 나타내는데, 이 때문에 타이머를 길게 

설정 할 경우 패킷 손실 시 재전송 시간이 느려서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고, 타이머를 짧게 설정 할 경우 패킷 지연 시 불필요한 재전송 

횟수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III. 본 론

CoAP는 통신의 신뢰성을 위해 요청 패킷에 피기백 방식으로 

응답 하고, 패킷 손실과 지연에 대처하기 위해 타임아웃 발생 시 

동일한 패킷을 재전송 한다. 하지만 하나의 타이머 값을 사용하여, 
타이머를 길게 설정 할 경우 패킷 손실 시 재전송 시간이 느려서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고, 타이머를 짧게 설정 할 경우 패킷 지연 

시 불필요한 재전송 횟수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패킷 재전송을 위해 재전송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CoAP 
필드에 ReqRetry 옵션을 추가하고, 이를 이용한 동적 패킷 재전송 

타이머 설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재전송의 원인이 되는  손실과 

지연 네트워크는 패킷의 손실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패킷의 

송수신이 최초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 질 경우 해당 패킷은 

손실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송수신의 확인을 위해 

CoAP 피기백 방식의 특성을 활용 하였다. 피기백 방식은 응답 패킷을 

생성할 때 요청 패킷의 정보를 복사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요청패킷에 

재전송 정보를 포함시킬 경우, 응답 패킷이 최초의 요청에 의한 응답인

지 확인 할 수 있다. 추가하고자 하는 재전송 카운트 옵션과 기존 

패킷의 호환성을 위해, 표1과 같이 기존 RFC문서에 정의한 옵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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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포맷을 이용한다.

옵션 번호 이름 포맷 길이 기본 값

40 ReqRetry uint 0-2 byte 0

표 1. ReqRetry 옵션 포맷

Table 1. ReqRetry Option Format

옵션 번호는 프로토콜에서 특정 옵션 사용 시 어떠한 옵션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기존에 존재하는 옵션 번호와 충돌하지 

않는 40번을 선택한다. 옵션 이름은 ReqRetry 로 정하며, 현재 패킷이 

몇 번째 재전송 시도에 의해 발송된 패킷인지를 의미한다. 포맷은 

옵션의 값 필드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타입인 unsigned int 형을 

택하였으며, 길이는 0-2 바이트로 제한한다. 기본 값은 0이며 이는 

최초 패킷 전송 시 재전송 시도가 없기 때문에 0임을 의미 하며, 
타임아웃에 의한 재전송 발생 시 1씩 값을 늘린다. 이 옵션을 사용한 

요청 패킷을 수신한 장비는, 응답 패킷에 피기백 방식으로 자신이 

받은 ReqRetry값을 복사하여 응답 한다. ReqRetry가 적용된 CoAP 
통신 흐름도는 그림 6,7,8 와 같다. 

그림 6. 응답 패킷 손실 시 ReqRetry 가 추가된 CoAP 통신

Fig. 6. Request Packet Loss with ReqRetry Case

그림 6은 응답 패킷 손실로 인해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타임아웃에 

의한 재전송을 반영한 ReqRetry 필드 값 을 나타낸다. 요청 측은 

응답 패킷의 ReqRetry 값이 0 이 아닌 경우 패킷이 손실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7. 요청 패킷 손실 시 ReqRetry 가 적용된 CoAP 통신

Fig. 7. Response Packet Loss with ReqRetry Case

그림 7은 요청 패킷 손실로 인해 타임아웃이 발생한 상황이며 

그림 6과 마찬가지로 응답 패킷의 ReqRetry 값이 0 이 아닌 경우 

패킷이 손실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8. 패킷 지연 시 ReqRetry 가 적용된 CoAP 통신

Fig. 8. Packet Delay with ReqRetry Case

그림 8의 패킷 지연 상황에 의해 ReqRetry 값이 0 인 요청의 

응답이 늦게 도착하는 상황이다. 요청 측은 응답 패킷의 ReqRetry 
값이 0 임을 확인하여 해당 패킷이 최초 요청에 의한 응답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네트워크 상태에 의한 패킷 손실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다.
ReqRetry 값에 의해 프로토콜의 정보만으로 네트워크 상태 파악이 

가능해지므로, ReqRetry 값을 이용한 능동적인 재전송 타이머 설정 

알고리즘을 작성 할 수 있다. 패킷 손실이 잦은 네트워크의 경우 

패킷 재전송 횟수를 늘려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ACK_TIMEOUT 값을 작게 설정하여야 하고, 패킷 지연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패킷 응답을 기다리기만 하면 재전송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ACK_TIMEOUT 값을 크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ACK_TIMEOUT의 값이 너무 작으면 서비스에 지장이 생기므로, 
최솟값 은 IETF 의 재전송 타임아웃  가이드라인[6] 에 따라 1초로 

제한한다. 네트워크 상황 별 ReqRetry 값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타이머 설정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1 과 같다.
 

repeat

  패킷 요청 및 응답

  If(타임아웃 발생)

    If(ReqRetry == 0)

      ACK_TIMEOUT = ACK_TIMEOUT +1;

    If(ReqRetry != 0)

      If(ACK_TIMEOUT >= 2)

        ACK_TIMEOUT = ACK_TIMEOUT -1;

until;

알고리즘 1. ReqRetry를 이용한 능동적 ACK_TIMEOUT 설정

Algorithm 1. Dynamic ACK_TIMEOUT Setting with ReqRetry

위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타이머 값을 결정할 경우 패킷 

손실 상황에서는 재전송 주기가 짧아져서 패킷 손실에 의한 서비스 

장애를 극복 할 수 있고, 패킷 지연 상황에서는 응답 패킷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불필요한 패킷 재전송을 막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늘릴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 및 장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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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저 전력 저 손실 네트워크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제안된 

CoAP의 패킷 재전송 타이머는 네트워크 상황을 파악 할 수 없어서 

패킷 손실 상황이나 패킷 지연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oAP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응답 패킷 정보를 통해 네트워크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한 효율적인 재전송 타이머 알고리즘을 

제안함으로써 패킷 손실과 지연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 및 장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였다. 
향후 연구 목표로는 알고리즘에 의한 정책 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Markov Decision Process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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