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지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004, Vol. 14, No. 3, pp. 285-289

285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의 공정성 개선를 한  TCP 친화  

하이 리드 혼잡제어기법 

A TCP-Friendly Congestion Control Scheme using Hybrid 

Approach for Enhancing Fairness of Real-Time Video

김 태*․양종운*․나인호*

Hyun-Tae Kim, Jong-Un Yang and In-Ho Ra

* 군산 학교 자정보공학부

요  약

최근 인터넷의 발 으로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트림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멀티미

디어 스트리 을 UDP로 송할 경우 TCP와 같은 혼잡제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송경로의 TCP 트래픽 궁

핍을 일으켜 혼잡붕괴  막 한 송지연을 래한다.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하여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송지연과 

혼잡제어를 한 새로운 송기법과 로토콜에 한 다각 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TCP 친화  혼잡제어 기법은 크게 

일반 인 혼잡 도우 리기능을 이용하는 도우 기반 혼잡제어와 TCP 모델링 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송율을 직  조

하는 율 기반 혼잡제어로 나  수 있다. 본 논문은 도우 기반과 율 기반을 복합 으로 다룬 하이 리드형 

TCP-friendly 혼잡제어 기법에서 Square-root 혼잡회피 알고리즘을 제안하 으며, NS를 사용하여 제안한 TEAR의 성능을 

실험하 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의 용으로 TEAR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 다.

Abstract

Recently, due to the high development of the internet, needs for multimedia streams such as digital audio and video is 

increasing much more. In case of transmitting multimedia streams using the User Datagram Protocol (UDP), it may 

cause starvation of TCP traffic on the same transmission path, thus resulting in congestion collapse and enormous 

delay because UDP does not perform TCP-like congestion control. Because of this problem, diverse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on new transmission schemes and protocols intended to efficiently reduce the transmission delay of 

real-time multimedia streams and perform congestion control. The TCP-friendly congestion control schem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window-based congestion control, which uses the general congestion window management function, 

and the rate-based congestion control, which dynamically adjusts transmission rate by using TCP modeling equations 

and the like.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square-root congestion avoidance algorithm with the hybrid TCP-friendly 

congestion control scheme which the window-based and rate-based congestion controls are dealt with in a combined 

way. We apply the proposed algorithm to the existing TEAR. We simul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AR by 

using NS, and the result shows that it gives better improvement in the stability needed for providing congestion 

control than the existing 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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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은 비디오와 같은 용량의 스트리  데이터를 실

시간에 IP 로토콜을 이용하여 송하고자 할 때 TCP나 

UDP와 같이 기존의 트랜스포트 로토콜 특성에 의해 발생

하는 트래픽 혼잡을 제어하기 한 기법에 한 연구이다.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송하기 해 UDP을 이용할 경우, 

UDP는 TCP와는 달리 혼잡제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역폭을 독 한다. 따라서 동일한 송경로에서의 TCP 트래

픽 궁핍을 일으킨다. 이러한 상을 혼잡붕괴(congestion 

collapse)라 하며, 혼잡제어를 수행하는 TCP에 비해 상

으로 UDP에 할당되는 채  역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상이다[1]. 

이와 유사하게 실시간 멀티미디어 응용에 TCP 혼잡제어

를 용하면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이 크게 하

되는 문제 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송신측의 데이터 송율

이 격히 변화될 경우에 송 지연시간이 속히 증가 는 

감소됨으로서 발생되는 상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송에 합한 TCP 친화

 혼잡제어기법에 한 다각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공유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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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정 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지연기반 square-root 혼잡

회피기법을 용한 하이 리드형 TCP 친화  혼잡제어기법

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

는 TCP 친화  혼잡제어기법의 특징과 방법에 해 기술하

고, 3장에서는 TEAR의 소개와 더불어 제안한 기법을 용

한 하이 리드형 TCP 친화  혼잡제어기법에 해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성능 평가 시뮬 이션 방법과 결과에 해 설

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해 기술한다. 

2. TCP 친화  혼잡제어기법

2.1 도우 기반 혼잡제어기법

도우 기반 혼잡제어기법은 혼잡 도우 리를 통해 

송율을 조 하는 기법이다. 송신측은 혼잡 도우의 최 크기

로 패킷을 송할 수 있으며, 수신측은 수신한 패킷마다 Ack

를 보냄으로써 Ack가 송신측의 송율을 조 하게 한다. 이

러한 도우 기반 혼잡제어기법에는 AIMD, GAIMD, 

Binomial 등이 있다. 

2.1.1 AIMD 혼잡제어기

송신측은 가용 역폭을 이용하기 해 혼잡 도우 크기를 

선형 으로 증가시키고, 혼잡 지시자인 패킷 손실이 발생할 

때는 혼잡 도우 크기를 반으로 감소시킨다. AIMD 알고

리즘은 식 (1)과 같다.

   ←   ;    

  ←      ;       (1)

(단, I : 혼잡 도우 크기의 증가. D: 혼잡 도우 크기의 감소[2].)

2.1.2 GAIMD 혼잡제어기법

GAIMD는 AIMD 기법을 확장하여 일반화한 것이다. 

GAIMD가 TCP 친화 이기 해서는   와   가 

식 (2)와 같은 계를 가져야 한다[3].

     
 


 (2)

2.1.3 Binomial 혼잡제어기법

Binomia 혼잡제어기법은 선형 혼잡제어를 수행하는 

AIMD와 달리 비선형 혼잡제어를 수행하여 가용 역폭을 보

다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Binomial 알고리즘은 식 

(3)과 같다. 

   ←

            

  ← 

                  (3)

여기서 Binomial 기법이 TCP 친화 이 해서는 한 

,   값과      ≦ 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4]. 

2.2 율 기반 혼잡제어기법

율 기반 혼잡제어기법은 혼잡을 지시하는 네트워크 피드

백 기법을 이용하여 동 으로 송율을 조 하는 기법으로 

TCP 모델링 방정식을 이용하는 TFRC(TCP Friendly Rate 

Control) 등이 있다.

2.2.1 TCP 모델 방정식

TCP 처리율은 왕복시간 , 재 송타임아웃 , 패킷크

기 , 패킷손실율 를 근거로 하여 식 (4)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

2.2.2 TFRC

TFRC는 TCP 모델링 방정식을 이용하여 송율을 조

하는 방법이다. 율 기반 혼잡제어를 수행하기 해 식 (4)를 

사용하기 해서는 패킷 손실율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매

우 요하다. 이에 따라 TFRC는 연속 인 패킷손실 간의 

패킷 수를 측정하는 평균손실간격(Average Loss Interval)

과 EWMA기법을 이용하여 패킷 손실율을 측정한다. TFRC 

수신측은 매 RTT마다 TCP 방정식에 필요한 라미터를 업

데이트하여 송신측에 보내고 송신측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

용하여 계산한 송율로 패킷을 송한다. TFRC는 지연기

반 혼잡회피(delay-based congestion avoidance)를 사용하

여 로토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역폭을 놓고 서

로 경쟁하는 트래픽에 해 충분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

으로 안정된 송율을 유지할 수 있다[5][6].

3. 하이 리드 TCP 친화  잡제어기법

TEAR(TCP Emulation at Receivers)는 도우 기반과 

율 기반을 결합한 하이 리드 TCP-friendly 혼잡 제어 기법 

 표 인 로토콜[6][7]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기반

으로 TEAR 성능 개선을 한 Square-root 혼잡회피 알고

리즘을 제안하 다.

3.1 TEAR

TEAR 수신측은 혼잡 도우 크기를 리하고 이를 토 로 

처리율을 계산한다. 한, 계산된 처리율을 피드백을 통해 송

신측에 송하고 송신측은 이를 토태로 송율을 결정한다.

3.1.1 TEAR 상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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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EAR 상태 이

Fig. State transition of TEAR

3.1.2 혼잡 도우 증가 알고리즘

Slow-start, Congestion-avoidance 상태에서 하나의 패

킷을 수신하는 경우 혼잡 도우 크기의 증가는 그림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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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작에 의해 수행된다.

Void TEARSinkAgent::IncreaseWindow()
{

switch(state){
case SLOW_START:

cwnd=cwnd+1;
if(ssThresh<=cwnd)
cwnd=ssThresh;

case CONGESTION_AVOIDANCE:
cwnd+=1/lastcwnd;

}
}

그림 2. 혼잡 도우 증가 알고리즘

Fig2. Increase window algorithm

여기서 lastcwnd는 매 round가 시작할 때마다 다음 

round의 혼잡 도우 증가를 계산하기 해 재 혼잡 도우

로 업데이트 된다.

3.1.3 혼잡 도우 감소 알고리즘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Slow-start, Congestion-avoidance 

상태는 Gap 상태로 이된다. Gap 상태에서는 혼잡 도우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Gap 상태는 수신측이 패킷 손실이 타

임아웃에 의한 것인지, 세 개의 복 Ack에 인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계상태이다. 그림 3은 혼잡 도우크기 감소 알고

리즘을 나타내고 있다.

Void TEARSinkAgent::DecreaseWindows()
{

switch(state){
case FastRecovery:

cwnd=cwnd/2;
ssThresh=cwnd;

case Timeout:
cwnd=1;
ssThresh=cwnd;

}
}

그림 3. 혼잡 도우 감소 알고리즘

Fig3. Decrease window algorithm

3.2. TEAR 성능 개선을 한 지연 기반 Square-root 

혼잡회피 알고리즘

TEAR 수신측은 TCP 톱니형태의 송율 변화를 피하기 

해 매 RTT 신 epoch단 로 처리율을 계산한다. Epoch

는 연속 인 율 감소 사건 간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rounds

c
w

n
d

epoch

그림 4. 구간

Fig4. Epoch

그림 4는 epoch를 나타내고 있다. 노이즈에 의한 불필요

한 율 변화를 방지하기 해 지난 w개 epoch의 처리율에 

한 가 치 평균을 사용하여 평활화한 처리율을 계산하고, 계

산된 처리율은 피드백을 통해 송신측에 보낸다. 송신측은 이

를 토 로 송율을 결정하기 앞서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네

트워크 상태에 응하도록 지연기반 Square-root 혼잡회피

기법을 도입하여 패킷간 송간격 ∩  를 식(5)와 같

이 변경하 다. 

 ∩ 
×
 

 (5)

(단,          수신측 처리율, s:패킷크기)

제안한 기법은 재의 네트워크 지연이 과거의 지연보다 

크면 재 네트워크 상태가 혼잡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피

하기 해 송간격을 길게 하 고, 그 반 의 경우 송간

격을 짧게하여 안정된 TEAR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 다. 그

림 5는 체 인 동작 메카니즘을 나타낸 것이다.

RTT estimation

Square-root 
Congestion
Avoidance

Send Timer

Recording CWND, RTT, RTO

Rate Estimation/Epoch

Report Generation

Report Timer

Sender Receiver

Data Report

Report Data

그림 5. 체 인 동작 메카니즘

Fig. 5. Overall Operating Mechanism

4. 시뮬 이션 결과

20Mb/s, 10ms 10Mb/s,10ms 20Mb/s,10ms

병목구간

그림 6. 시뮬 이션 토폴로지

Fig. 6 Simulation topology

그림 6과 같은 시뮬 이션 토폴로지 환경에서 NS-2[8] 이

용하여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테스트하 다. 성능평가를 

해 TCP와 제안된 TEAR의 총 송율과 순간 송율을 측

정하 으며, 한 동일한 조건(Feedback 1 RTT, DropTail, 

TCP-SACK)에서 기존의 TEAR와 제안된 TEAR의 성능을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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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1, 제안한TEAR:1 총전송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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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개의 흐름을 갖는 TCP  TEAR의  총 송율 

비교

Fig. 7 TCP : Comparision of TCP(1 flow) with the 

proposed TEAR(1 flow) on aggreate throughput 

TCP : 1, 제안한 TEAR 1 : 순간전송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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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개의 흐름을 갖는 TCP  제안된 TEAR의 

순간 송율 비교

Fig. 8 Comparision of TCP(1 flow) with the proposed 

TEAR(1 flow) on instantaneous throughput 

TCP : 2, 제안한 TEAR : 1 총전송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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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개의 흐름을 갖는 TCP  1개의 흐름을 갖는 

제안된 TEAR의 총 송율 비교

Fig. 9 Comparions of TCP(2 flows) with  the proposed 

TEAR(1 flow) on aggregate throughput

그림 7부터 그림 10까지는 이미 알려진 TEAR의 실험환

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안된 기법을 용하 을 때 발생하

는 성능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은 1개의 흐름을 갖는 TCP와 1개의 흐름을 갖는 제

안된 TEAR 간의 총 송율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 9는 TCP 

흐름을 2개로 증가시켰을 때의 총 송율을 비교한 것이다. 그

림  8은  각 각  1개 의  흐 름 을  갖 는  TCP와  제 안 된  TEAR를

TCP : 2, 제안한 TEAR : 1 순간전송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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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개의 흐름을 갖는 TCP  1개의 흐름을 갖는 

제안된 TEAR의 순간 송율 비교

Fig. 10 Comparions of TCP(2 flows) with the proposed 

TEAR(1 flow) on instantaneous throughput 

경쟁시켰을 때 순간 송율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림 10은 2개의 흐름을 갖는 TCP와 1개의 스

트림을 갖는 제안된 TEAR 간의 순간 송율을 비교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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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개의 흐름을 갖는 TEAR와 제안된 TEAR의 

순간 송율 비교

Fig. 11 Comparison of the existing TEAR(1 flow) with 

the  proposed TEAR(1 flow) on instantaneous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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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개의 흐름을 갖는 TCP와 각각 1 개의 흐름을 

갖는 TEAR  제안된 TEAR의 순간 송율 비교

Fig. 12. Comparion of the TCP(2 flows) with the 

exsiting TEAR(1 flow) and the proposed TEAR(1 flow) 

on instantaneous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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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과 그림 12는 각각 TCP  기존 TEAR와 제안된 

TEAR 간의 순간 송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한 TEAR는 기존 TEAR에 지연기반 Square- 

root 혼잡회피기법을 용하여 인터넷과 같이 공유된 네트워

크 자원(shared network resources)을 경쟁하는 네트워크 

환경하에서도 안정 으로 동작하여 거의 일정한 송속도를 

제공함으로서 멀티미디어와 연속 으로 끊기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제공해야하는 응용에 효율 으로 용될 수 있음을 

보 다. 

5.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은 스트리  방식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송을 

해 TCP 친화 인 혼잡제어기법을 제안하 다. 송계층

(Transport Layer)에서 기존의 TCP와 경쟁할 경우라도 

송 역폭을 공정하게 나 어 사용할 수 있도록 TCP 동작을 

용하 고, 갑작스런 율 감소에 의해 멀티미디어 응용의 사

용자 인지 품질이 하되는 것을 피하기 해 평활화한 송

을 수행할 수 있도록 epoch 단 로 처리율을 계산하 다. 

한 지연기반 Squre-root 혼잡회피기법을 용하여 인터넷과 

같은 공유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 으로 동작하도록 하

여 기존에 제안된 TEAR보다 혼잡회피 능력이 뛰어나도록 

성능을 개선하 으며, 시뮬 이션을 통한 성능평가를 통해 

이를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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