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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오늘날의 인터넷은 대부분이 유선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유선망에 무선망을 도입한 유․
무선 통합망에서 우선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단말

기의 이동성이며 따라서 어드레싱과 라우팅 기능을,

보강하여 단말기의 이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에 대한 연구가 최근 깊이 이루어져 왔Mobile IP

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문제 이외.

에 신뢰성 있는 연결을 보장하기 위한 의 유효TCP

성에 대한 검증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송계층 프로

토콜인 는 송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신측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ACK

패킷이 도착하지 않으면 타임(acknowledgement)

아웃을 발생시키거나 데이터 패킷의 손실을 알리는,

중복 패킷을 받으면 네트워크에 혼잡이 일어ACK

났다고 가정하고 전송속도를 줄인다[1, 2].

이와 같은 기능은 유선망과 고정 호스트(FH:

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네트워크에 적합Fixed Host)

하며 유선망의 특성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선

구간의 제한된 대역폭 높은 지연 산발적인 비트, ,

에러 순간적인 연결 단절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닌,

유무선 통합망에 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불필TCP ,․
요한 메커니즘 호출로 인하여 전송속도가 감소되어

유선망 활용이 저조해지고 처리율 이(throughput)

저하되게 된다.

이러한 성능 저하는 가 유선망의 낮은 비트TCP

에러율 때문에 통신상에서 발생하는 패킷 손실을

기본적으로 혼잡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혼잡 제

어 메커니즘으로 패킷 손실을 처리하기 때문에 발

생한다 그러나 무선망에서의 패킷 손실은 대부분.

혼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핸드오프 시 발생하는 이

동 호스트 와 기지국(MH: Mobile Host) (BS: Base

간의 연결 끊김과 오랜 지연 그리고 무선Station) ,

망 자체의 높은 비트 에러율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

서 앞에서 언급한 를 그대로 무선망에 적용시TCP

키면 불필요한 제어 메커니즘 혼잡제어 회피 호출( , )

로 인해 성능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무선망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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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개선안들이 제안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를 들 수 있다SNOOP .

은 기지국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패SNOOP ACK

킷을 릴레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무선 네트워크에,

서의 패킷 손실을 감추기 위해 중복 을 스누핑ACK

하는 역할과 무선 링크 상에서의 오류에 의한 패킷

손실을 재전송에 의해 복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3,

4, 5, 6].

따라서 은 무선망에서의 성능 향상SNOOP TCP

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 의 종TCP

단간 연결 개념을 유지하며 기지국에서의 버퍼요구,

량도 최소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지국에서 지.

역적인 재전송을 통해 무선 링크에서의 패킷 손실

을 복구하고 있는 동안 유선망에 접속되어 있는 송

신측의 패킷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선망에ACK

서의 가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연속적인 패킷 유실이 발생할 경우, , TCP

이나 재전송 이 발생될 때persist timeout timeout

까지 패킷을 재전송할 수 없는 유휴 상태가 되며,

이는 유휴시간 증가로 패킷 처리 속도를 지연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패킷 손실이 발생. ,

하고 복구가 지연될 경우 에서는 재전송으SNOOP

로 인한 간섭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 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휴시간을 줄이는 기법인 CPC(Consecutive

를 기존에 제시된 프로토Packet Control) SNOOP

콜에 적용하여 무선 망에서의 성능향성에 더TCP

하여 연속적인 에러에 대한 성능향상을 제공한다.

개선된 프로토콜에서SNOOP ZWSC(Zero Window

는 타이머에 기반 한 재전송 간섭현상Size Control)

을 막아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관련연구.Ⅱ

무선망에서의 종단 간 처리율을(End-to-End)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은 종단 간 프로토콜 독립 연결,

프로토콜 링크계층 프로토콜의(Split-Connection) ,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7].

종단 간 프로토콜은 송신자가 무선망의 존재 여

부를 알고 있는 프로토콜의 세 가지로 패킷의 재전,

송 시 타임아웃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윈도우에 여러 개의 패킷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재전송 방법과 패킷 손실의 원

인이 혼잡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

하였음을 알려서 불필요한 혼잡제어 메커니즘의 호

출을 방지하는 방ELN(Explicit Loss Notification)

법을 이용한다.

독립연결 프로토콜은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이 유선망과 무선망을 개의 독립된 연결로 분리하, 2

고 각자에게 적합한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링크계층 프로토콜은 지역적 신뢰성

을 제공하는 프로토콜로써 와 같은 네트워크TCP

계층에 무선망과 관련된 손실을 숨김으로써 성능향

상을 가져오는 ARQ (Automatic Repeat reQuest)

와 의 결합을 이FEC(Forward Error Correction)

용한다.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독립 연결 기

반의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SNOOP .

대학에서 제안한 프로토콜 은Berkeley SNOOP [3]

무선망에서 높은 비트 에러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 모듈을MSR(Mobile Support Router) SNOOP

적용하였으며 핸드오프 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

시하였다.

모듈의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SNOOP .

에서 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가FH MH , FH①

전송한 패킷이 새로운 패킷이라면 이를 MSR

에 저장하고 로 전송한다MH .

모듈은 에서 보내는 를 기억SNOOP MH ACK②

하고 있다가 패킷 손실이 발견되면 이미

에 저장해 둔 패킷을 로 재전송한다MSR MH .

은 에서 보낸 중복 를 로 보MSR MH ACK FH③

내지 않음으로써 에서의 불필요한 혼잡FH

제어 메커니즘 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는 뿐만 아니라 이동 호스트HA primary MSR④

의 이웃 에게도 데이터를 포워딩함으로MSR

써 핸드오프가 발생할 때 다른 프로토콜과,

는 달리 이전의 에서 새로운primary M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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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데이터를 포워딩하는 과primary MSR

정이 생략된다 따라서 핸드오프 사이에 발.

생하는 지연을 없앨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작하는 프로토콜은SNOOP TCP

종단간 연결개념을 유지 핸드오프 시 지연시간 단,

축 등의 많은 장점이 있으나 유선망에서의 가용성,

저하 사용으로 인한 유휴시간, TCP persist timer

증가 재전송으로 인한 간섭현상 발생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제안하는 성능향상 방안. TCPⅢ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에 비하여 좀 더SNOOP

무선망에서의 패킷 전송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를 사용하도록 을 확장시키는 방안을CPC SNOOP

제안하며 에서 불필요한 혼잡제어가 일어나지, FH

않도록 지원해주는 를 제안한다ZWSC .

제안된 기법들은 기존 모듈에 추가하어SNOOP

리눅스 커널 상의 계층에(Linux Kernel 2.4.18) IP

구현되었다.

3.1. CPC(Consecutive Packet Control)

앞 절에서 살펴본 의 단점 중 하나는SNOOP

무선 링크에서 데이터 패킷이나 패킷이ACK

연속적으로 유실될 경우 이나, persist timeout

재전송 이 발생될 때 까지 패킷을 재전timeout

송할 수 없는 유휴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는 기존의 모듈과 연계CPC SNOOP

하여 동작하도록 설계한다 즉 현재 버퍼에 캐. ,

싱되어 있는 패킷 중 가장 앞에 있는 ACK　

패킷에 대한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일,　

경우에는 모드로 동작하며 중복이 아닐CPC

경우에는 기존 모드로 동작하도록 설SNOOP

계한다.

에 패킷이 도착한 경우 의 처BS ACK CPC

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 패킷이 에 도착하면 새로운ACK BS①

패킷인가를 확인하고 새로운 패ACK ACK

킷이고 인 상태라면 모"FLAG OFF" SNOOP

드로 동작한다.

해당 데이터 패킷을 버퍼에서 삭제-

해당 무선 링크의 를 계산- RTT

정상 수신한 패킷을 로 전송- ACK FH

에서 전송된 패킷이 새로운 이MH ACK ACK②

아니라면

버퍼에서 이미 삭제된 데이터 패킷- ACK

인지 확인

그렇다면 그냥 버림 늦게 도착한 이( ACK

기 때문)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중복 인지 확인ACK

첫 번째 중복 패킷이면ACK③

손실된 데이터 패킷을 로 지역 재전송- MH

- 중복 패킷 수를 계산하고 중복ACK ACK

을 버림

를 처리하기 위해 으로- CPC "FLAG ON"

전환

변수에 현재 버퍼에 캐싱된 마- last_seq

지막 데이터 패킷의 번호를 저장seq

④ 무선 상태가 으로 등록되면"FLAG ON" , "FLAG

상태가 될 때까지 패킷에 대한 즉OFF" ACK

각적인 로컬 재전송 발생

패킷이 도착할 때마다- ACK "FLAG ON"

시점에 기록된 값이 현재 전송된last_seq

패킷의 보다 작은지를 비교하고ACK seq ,

작을 경우 상태로 바꾸어 준다"FLAG OFF" .

그림 패킷 흐름도1. CPC

Fig. 1. Packet flow of CPC

이와 같은 과정을 패킷 흐름도를 통해서 보면

그림 과 같다[ 1] .

그림 의 에서 데이터 패킷이 번까지[ 1] FH 1 - 5

보내졌고 이 패킷들이 를 지나 로 가는 도중, BS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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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패킷이 유실되었다고 가정하자3, 4 .

일반적으로 는 지연 방식을 사용하기TCP ACK

때문에 에서는 시MH MAD(Maximun ACK Delay)

간 이후에 패킷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ACK . MH

에서는 데이터 패킷 를 받고 번을 요청하는1, 2 3

패킷을 보낸다 패킷이 에 도착ACK #3 . ACK #3 BS

하면 에서는 새로운 패킷인지에 대한 확인BS ACK

과정을 거쳐 버퍼에 저장된 번 데이터를 삭제1, 2

하고 송신측으로 전달한다.

이후에 에 번 패킷이 도착하면 는 순서MH 5 MH

에 맞지 않는 패킷임을 감지하고 중복 패킷ACK #3

을 보내게 된다 에 중복 패킷이 도착하. BS ACK #3

면 는 중복 패킷임을 감지하고 무선망이, BS ACK

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리는CPC 상태를"FLAG ON"

설정하고 동시에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 패킷 을 로, 3

컬 재전송하게 된다 상태에서 이후에. "FLAG ON" , BS

에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로컬 재ACK

전송이 일어난다.

무선망이 모드로 동작됨을 알려주는SNOOP "FLAG

로 가기 위해 는 시점에OFF" CPC "FLAG ON" last_seq

를 기억하고 있다가 도착한 패킷의 번호를 비교하ACK

게 된다 이때 값이 더 작게 되면. last_seq "FLAG OFF"

상태로 되고 이 경우 에서는 알로리즘을 따, BS SNOOP

른다.

3.2. ZWSC(Zero Window Size Control)

일반적으로 에서는 에서 중복SNOOP BS ACK

패킷을 받았을 경우 로컬 재전송이 일어나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어 패킷 처리가 느려지

면 에서는 무선망에서의 패킷 손실을 혼잡FH

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에서 재전송이 일어나고 에FH FH

서는 불필요한 혼잡제어가 일어나게 된다 이.

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를 제안한다ZWSC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는 무선망에서ZWSC

연속적인 패킷 손실이 일어날 경우 에서FH

발생으로 무선 상의 패킷 손실을 감지timeout

하기 전에 에서 송신측으로 윈도우 크기가, BS

임을 알리는 메커니즘이다zero(0) .

즉 무선망에서 연속적인 패킷 손실로 인해,

에서 로컬 재전송이 일어날 경우 이를BS , FH

가 감지하기 전에 의 윈도우 크기를 으로MH 0

알림으로써 에서 더 이상 데이터 패킷을 보FH

내지 못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림 에서[ 2] 의 패킷 흐름을 보이며ZWSC ,

그 동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에서 중복 번 패킷이 에[ 2] ACK #3 BS

도착하였을 경우 동작에 의해 에서, SNOOP BS

는 로컬 재전송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ACK

패킷을 기다리는 를 설정한다timer .

이때 로컬 타이머가 되면 에서는, timeout BS

패킷이 유실되었다고 생각하고 패킷 재전송이

이루어진다.

두 번의 로컬 이 발생될 때까지 해timeout

당 패킷에 대한 패킷을 받지 못하면ACK

메커니즘에 의해 의 윈도우 크기가ZWSC MH

임을 알리는 패킷을 에 보내게 되고0 ACK FH ,

이로 인해 에서의 패킷 재전송을 막으로써FH

와 사이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다FH BS .

그림 패킷 흐름도2. ZWSC

Fig. 2. Packet flow of ZWSC

만약 와 사이에 일정 횟수 이상 재전BS MH

송이 일어날 때까지 해당 패킷을 받지ACK

못하면 자동으로 윈도우 크기가 인 상태에서0

벗어나게 함으로써 낮아진 유선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성능 평가.Ⅳ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커니즘은 실제CPC&ZWSC

리눅스 커널 상에 대 대 대로 구현FH 1 , BS 1 , MH 1

되어 동작하며 실측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홉,

가 이기 때문에 실험에 필요한 노이즈 페이count 1 ,

딩 간섭 등을 유도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제안하는 메커니즘과 기존의 프로SNOOP

토콜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절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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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고 절에서는 시뮬레, 4.2

이션 결과를 분석한다.

시뮬레이션 모델4.1.

시뮬레이션은 버클리 대학 의(U.C Berkeley)

네트워크 시뮬레이터(Network Simulator) [8]

를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리눅스환경에서 수,

행되었다.

그림 는 본 시뮬레이션의 네트워크 모델[ 4]

과 링크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모델4.

Fig. 4. Network model for simulation

유선 링크는 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10Mbps

으며 전송지연은 이다 반면 무선 링크100ms .

는 의 전송 지연과 의 대역폭 특10ms 2Mbps

성을 가지고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한 특성들을 요약해

보면 먼저송수신측의 는 이며 고정, TCP Reno ,․
망에 연결된 는 혹은 응용FH FTP TELNET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무선망에 연결

된 에게 전송한다 무선 링크의 특성에 대MH .

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선 링크에TCP

서의 혼잡 발생 확률은 으로 설정하였다0 .

무선 링크의 비트 오류는 좋은 상태와 중‘ ’ ‘

가 상태 그리고 나쁜 상태의 세 가지 상태로’ ‘ ’

구성되는 에러 모델에 의해 발생하도록 하였으

며 좋은 상태에서의 평균 비트 오류율은, 10%

로 설정하였고 중간 상태에서는 비트 오류율,

을 그리고 나쁜 상태에서의 평균 비트 오15%

류율은 로 설정하였다20% .

그리고 좋은 상태가 지속되는 평균 기간은

초 중간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은 초 그0.8 , 0.5

리고 나쁜 상태가 지속되는 평균 기간은 초로0.2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4.2.

그림 성능 분석 에러율5. - 10%

Fig. 5. Performance analysis - Error

rate 10%

그림 는 에러율이 인 환경에서[ 5] 10%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TCP, SNOOP

법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의 경우 전송된 패킷이 없으며 의TCP SNOOP

경우 번 패킷까지 전송되었고 마지막으로700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번까지 전송되950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성능 분석 에러율6. - 15%

Fig. 6. Performance analysis - Error

rat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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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 경우는 의 배 그리고, SNOOP TCP 700

기법이 에 비해 배 성CPC&ZWSC SNOOP 1.5

능향상이 있음을 보인다.

그림 은 에러율 를 적용한 결과이[ 6] 15%

다 이 실험결과에서도 에러율 인 경우와. 10%

마찬가지로 성능의 차이가 명확하며 특히,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를SNOOP CPC&ZWSC

비교할 경우 같은 시간동안 전송된 패킷의 수,

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약 배 정도 처2

리량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성능 분석 에러율7. - 20%

Fig. 7. Performance analysis - Error

rate 20%

그림 의 경우도 기존 의 단점을 보완[ 7] SNOOP

한 기법의 경우 성능향상이 있음을 확CPC&ZWSC

인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

시간대에 패킷 전송량이 에 비해 본 논문에SNOOP

서 제안한 기법이 약 배 성능향상CPC&ZWSC 4.5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에 비하여 좀 더SNOOP

무선 망에서의 패킷 전송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를 사용하도록 을 확장시키는 방안을CPC SNOOP

제안하며 에서 불필요한 혼잡제어가 일어나지, FH

않도록 지원해주는 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ZWSC .

안들은 기본적으로 과 함께 동작하며SNOOP , CPC

의 경우 현재 버퍼에 캐싱되어 있는 패킷 중 가장

앞에 있는 패킷에 대한 중복 여부를 판단하ACK　

여 중복일 경우에는 모드로 동작하며 중복이, CPC　

아닐 경우에는 기존 모드로 동작하도록 설SNOOP

계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을 기존의.

과 비교한 결과 에러율의 증가율에 따라 제SNOOP

안기법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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