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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T의 가중평균값을 이용한 혼잡 예측 기반 TCP 혼잡 제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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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는 혼잡한 상황에서 혼잡 제어를 수행하므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할 수 있지만 혼잡 회피(Congestion avoidance) 과정에서 혼잡으로 인한 패킷 드롭이 일어날 때까지 혼

잡 윈도우의 크기를 증가시키므로 패킷 손실이 증가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RTT(Round Trip Time)를 이용한 새로운 혼잡 예측 TCP 혼잡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기법은 과도한 패킷 누적으로 인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RTT 값들의 가중평균값인

SRTT(Smooth RTT)값을 측정한 후 패킷 전송 시에 같은 SRTT값을 가질 때를 혼잡한 상황이라 예측하

여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키는 알고리즘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이 무선 구간에

의한 패킷 손실보다는 버퍼 오버플로우에 의한 패킷 손실이 클 경우에 패킷 손실률과 처리량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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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gestion Estimation based TCP Congestion Control Scheme

using the Weighted Average Value of the R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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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CP, which performs congestion control in congestion condition, is able to help a reliable

transmission. However, packet loss can be increased because congestion window is increased by the

time the packet is dropped in the process of congestion avoidance. In this paper, to solve the above

problem, we propose a new congestion estimation based TCP congestion control scheme using the

weighted average value of the RTT. After measuring a SRTT, which means the weighted average

value of RTTs, at this point of time when a buffer overflow is occurred by an overloaded packet,

the proposed scheme estimates the time, when the same SRTT is made in packet transmission, as a

congestion time and then decreases the congestion window.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 has a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packet loss rate and throughput when the

packet loss due to buffer overflow is larger than that due to wireles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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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응용 프로그램 기반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다. TCP는 혼잡 제어 기법을 통해 신뢰성 있

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고속 네트워크에서

TCP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혼잡 제어 기법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1][2][3][4][5][6]. 현재 인

터넷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전송 프로토콜인

TCP Reno는 저속 증가(Slow start)와 혼잡 회

피(Congestion avoidance)를 통해 혼잡 제어를

수행한다. TCP Reno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인

AIMD(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는 병목 링크의 버퍼 오버플로우로 인

한 패킷 손실이 발생할 때 까지 혼잡 윈도우를

가산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리고 네트워크 혼잡이

발생하면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킨다. 이는 혼잡

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에서 혼잡에 의한

지속적인 패킷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활용도

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TCP Reno는 패킷 손실이 발생할 때

까지 보수적으로 혼잡 윈도우를 증가시켰다면

본 논문에서는 혼잡이 발생하기 전에 혼잡한 상

황을 미리 예측하여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킨다.

혼잡 회피를 사용하여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1

씩 증가시켜 패킷을 전송하는 내용은 기존의

TCP Reno와 같지만 처음 패킷 손실이 일어났을

때의 SRTT(Smooth RTT)값을 측정하여 이후

패킷 전송 시 같은 SRTT값을 가질 때에 혼잡

한 상황이라 예측하여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킨

다. 혼잡이 발생하면 패킷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와 다르게 혼잡을 예측하기 때문에 패킷 손

실률을 줄일 수 있고 패킷 손실률이 감소하면

재전송 패킷의 수도 줄어들게 되어 그 만큼 보

낼 수 있게 되는 데이터 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처리량이 증가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버퍼 오버플로우로 인한 손실보다 무선 구간에

의한 패킷 손실의 비율이 높을 경우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안하는

기법은 버퍼 오버플로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현재 인터넷에서 대표적

으로 사용 중인 TCP Reno에 대하여 간략히 서

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인 혼잡 상황

예측을 위한 시스템 모델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하며, 4장에서는 NS-2(Network

Simulator-2)[7][8]를 이용한 실험으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였고, 5장에서는 결론을 제

시하였다.

2. 기존의 TCP Reno 기법

TCP Reno는 (그림 1)과 같이 저속 증가와 혼

잡 회피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혼잡 제

어를 수행하게 된다[9].

(그림 1) 기존 TCP Reno의 혼잡 제어

(Figure 1) The congestion control of the

conventional TCP Reno

저속 증가 구간에서 송신측은 패킷을 전송하

고 ACK(Acknowledge)를 수신하게 되면 혼잡

윈도우를 지수적으로 증가 시키면서 가용 대역

폭까지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계속되는 지수적

인 증가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잡

윈도우 임계값인 ssthresh(Slow Start

Threshold)를 넘어서게 되면 혼잡 회피 구간으

로 바뀌어 지수적이 아닌 가산적으로 혼잡 윈도

우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혼잡이 발

생하여 패킷이 손실되면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

킨다. 세 번의 중복된 ACK(3dupACKs)를 수신

하게 되면 패킷이 손실되었다고 판단하여

ssthresh와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패킷을 재전송 한다. Time-out이 발생한 경우는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1로 감소시킨 뒤 저속 증

가부터 다시 혼잡 윈도우를 증가시킨다. TCP

Reno는 혼잡 윈도우를 제어하면서 혼잡한 상황

에서 빨리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지만 현재의 고속 네트워크에서 가용 대역폭을

점유하는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혼잡한 상

황을 예측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혼잡이 발

생하였을 때 혼잡 윈도우를 급격히 감소시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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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이지 못하다.

3. 제안하는 혼잡 예측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예측 시스템 모델은 혼

잡 회피 구간에서의 혼잡 윈도우 조절 알고리즘

을 개선한 기법으로 혼잡 윈도우가 가산적으로

증가하여 버퍼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RTT값

이 증가한다는 것[10][11]을 바탕으로 고안하였

다.

(그림 2) 병목링크 AP의 수신 버퍼에 쌓이는

패킷과 RTT와의 관계

(Figure 2) The relation between packet

accumulated to receiving buffer of AP and

RTT

(그림 2)와 같이 병목링크 AP의 수신 버퍼에

패킷이 쌓이게 되면 패킷은 버퍼에 머물러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 버퍼에 오래 머물수록

RTT값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패킷이

최대로 쌓여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시

점에서 RTT값의 가중평균값인 SRTT를 측정하

게 되면 편차가 크기 않은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된다. 아래의 식 (1)과 식 (2), 식 (3)은 순조로운

RTT인 SRTT가 구해지는 식이다[12].

 →   (1)

  
→  

(2)

  
→   ×

(3)

이를 바탕으로 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혼잡이

발생하여 패킷 손실이 일어났을 때의 SRTT값

을 지정한 송신 노드(TCP Server)의 혼잡 변수

(max_rtt_)에 저장하여 버퍼에 패킷이 가득 찼을

때의 정보를 알아낸다. 이후 혼잡 윈도우가 다시

지수 증가 또는 가산 증가를 하게 되어 저장된

혼잡 변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혼잡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혼잡 상태라고 예측하고 혼잡 윈도우

의 크기를 줄인다. 그리고 무선 환경에서의 거리

와 장애물 등에 따라 처음 혼잡이 일어났을 때

의 RTT보다 더 큰 RTT에서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잡 변수를 고정시켜놓지 않고 정

상적인 ACK수신을 받을 때 마다 값을 1씩 증가

시켜 대역폭을 충분히 점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처음 일어난

손실이 버퍼가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

링크 에러율로 인한 손실인 경우에 충분히 커지

지 않은 SRTT값을 혼잡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

데 이것은 이후 버퍼에 패킷이 충분히 쌓이기도

전에 혼잡이라고 예측하고 혼잡 윈도우의 크기

를 감소시키며 혼잡 변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가

용대역폭을 충분히 점유하는데 까지 시간이 오

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처리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식 (4)와 같이 가장 좋은 환경이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처음 패킷을 보냈을 때의

SRTT를 기본 RTT(base_rtt_) 변수로 저장하고

식 (5)와 같이 현재의 SRTT 값을 현재

RTT(t_srtt_) 변수에 저장한다. 이 두 변수의 비

율을 나타냈을 때 식 (6)과 같이 혼잡이 일어나

지 않는 매우 좋은 환경일 경우 0.5의 값을 가지

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   (4)

  →  (5)

     (6)

혼잡이 일어났을 때 식 (6)의 값이 0.5보다 크

거나 같을 때에는 버퍼 오버플로우에 의한 패킷

손실이 아닌 무선 구간에 의한 패킷 손실으로

간주하고 SRTT값을 혼잡 변수에 저장하지 않

는다. 그러면 낮은 혼잡 변수 값으로 인해 버퍼

에 패킷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게 되어 충분한

대역폭을 점유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위의 내용을 (그림 3)과 (그림 4)

와 같이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으로 나타냈다. 앞

서 서술한 내용과 같이 base_rtt_는 가장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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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는 SRTT값인 기본 RTT를 의미하고

t_srtt_는 마지막으로 수신된 ACK의 SRTT값인

현재 RTT, max_rtt_는 혼잡 발생 시 저장되는

SRTT값인 혼잡 변수를 의미한다.

(그림 3) 혼잡 발생 시 송신 노드(TCP Server)의

혼잡 변수에 SRTT를 저장하는 제안한 알고리즘

(Figure 3) The proposed algorithm storing

SRTT to congestion variable of sending node

(TCP server) when the congestion is occurred

(그림 4) SRTT로 혼잡을 예측하여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키는 제안한 알고리즘

(Figure 4) The proposed algorithm decreasing

the congestion window estimating the

congestion by the SRTT

4.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연구내용에서는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의 접합지점인 기지국에서 유무선

네트워크의 대역폭 차이로 인한 혼잡상황만을

고려하였고 유선 네트워크상의 모든 라우터들은

정상동작을 하는 이상적인 모델인 경우로 가정

하였다. 상기의 환경하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성

능 평가를 위하여 NS-2(Network Simulator-2)

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토폴

로지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송신 노드(TCP

Server)와 데이터를 수신하는 무선 단말 노드,

병목 링크 기지국에 해당하는 AP로 구성되어

있다. 송신 노드와 AP 사이는 유선으로 연결되

어있고 링크 대역폭이 5Mb, 전송 지연이 2ms이

며 AP와 수신 단말 노드 사이는 4Mb의 대역폭

을 가지는 무선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무선

대역폭 차이로 인해 유무선 네트워크의 접합부

분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데이터 오버플로우로

인한 혼잡 발생이 일어나는 환경이다. 이와 비슷

한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에러 보고를 통하여 무

선 TCP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논문[13]과 위성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선 TCP 알고리즘을 분석

하는 논문[14] 등이 있다. 아래 <표 1>은 시뮬

레이션에 사용한 파라미터들을 나타낸다.

<표 1> 사용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들

Used simulation tool NS-2

Wlan Mac 802.11

Propagation model Shadowing model

Shadowing path loss

beta
2.7

Shadowing deviation 4.0

AP to Mobile node

distance
50 m 100 m

Packet size 1,000 byte

Buffer size 50,000 byte

TCP data protocol FTP

TCP filter type 3

Simulation time 100 sec

Data send time 1~99 sec

<Table 1> The used simulation parameters

실험은 TCP Reno와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하

여 각각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혼잡 윈도우,

SRTT의 변화와 버퍼 크기에 따른 손실률과 처

리량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시간에 따른 기존의 TCP Reno와 제

안하는 기법의 혼잡 윈도우와 SRTT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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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존 TCP Reno와 제안하는 기법의

SRTT 비교

(Figure 5) The comparison of SRTT between

the conventional TCP Reno scheme and

proposed scheme

(그림 5)에서 SRTT값은 TCP Reno의 경우

버퍼에 쌓이는 패킷과 비례하여 증가하면서 혼

잡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을 경우 SRTT값이 급

격히 증가하여 SRTT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제안하는 기법의 SRTT는 TCP Reno와 같이 버

퍼에 쌓이는 패킷과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혼잡

이 발생하기 전에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켜 버퍼

에 쌓여있는 패킷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SRTT

값 또한 감소하여 편차가 작게 나타난다.

(그림 6) 기존 TCP Reno와 제안하는 기법의

혼잡 윈도우 비교

(Figure 6) The comparison of congestion

window between the conventional TCP Reno

scheme and proposed scheme

(그림 6)과 같이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1부터

지수 증가 시키게 되는 Time-out이 제안하는

기법에서 더 줄어들게 되었다. 혼잡으로 인한

Time-out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패킷 손실

률의 감소와 처리량의 증가를 야기한다. 기존의

TCP Reno에서 혼잡 윈도우의 최대 크기가 더

크게 그려져 있어서 처리량이 높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래 (그림 7)과 (그림 8)을 보면 처리량

역시 제안하는 기법이 더 높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AP와 단말 노드 사이의 거리가 50

m일 때 기존의 TCP Reno와 제안하는 기법의

버퍼 크기에 따른 손실률

(Figure 7) The packet loss rate according to

the buffer size between the conventional TCP

Reno scheme and proposed scheme when the

distance between AP and mobile terminal is

50 m

(그림 8) AP와 단말 노드 사이의 거리가 50

m일 때 TCP Reno와 제안하는 기법의 버퍼

크기에 따른 처리량

(Figure 8) Th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buffer size between the conventional TCP

Reno scheme and proposed scheme when the

distance between AP and mobile terminal is

50 m

 
  × 

(7)


×se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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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와 (그림 8)은 AP와 수신 단말 노드

사이의 거리를 50m로 설정하고 버퍼 크기를 30,

60, 90으로 늘려가면서 패킷 손실률과 처리량을

비교하였고 식(7), 식(8)은 패킷 손실률과 처리량

계산식을 각각 나타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혼

잡에 의한 패킷 손실과 Time-out의 감소로

TCP Reno보다 제안하는 기법의 손실률이 낮게

그려졌다. 버퍼 크기가 커질수록 최대 RTT값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증가한 SRTT값이

혼잡 변수에 그대로 저장되므로 버퍼 크기와 비

례하게 된다. 그러므로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

나기 전에 혼잡을 예측하여 혼잡 윈도우의 크기

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무선

링크 에러율이 많이 높거나 버퍼 크기가 많이

큰 경우 버퍼 오버플로우에 의한 손실보다 무선

구간에 의한 패킷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

는데 이때 혼잡을 제대로 예측하기가 힘들어진

다.

(그림 9) AP와 단말 노드 사이의 거리가 100

m일 때 기존의 TCP Reno와 제안하는 기법의

버퍼 크기에 따른 손실률

(Figure 9) The packet loss rate according to

the buffer size between the conventional TCP

Reno scheme and proposed scheme when the

distance between AP and mobile terminal is

100 m

(그림 10) AP와 단말 노드 사이의 거리가 100

m일 때 기존의 TCP Reno와 제안하는 기법의

버퍼 크기에 따른 처리량

(Figure 10) The throughput according to the

buffer size between the conventional TCP

Reno scheme and proposed scheme when the

distance between AP and mobile terminal is

100 m

(그림 9)와 (그림 10)은 AP와 수신 단말 노드

사이의 거리를 100m로 (그림 7)와 (그림 8)일

때 보다 거리가 두 배 늘려서 무선 구간에 의한

손실이 높은 환경에서 전과 동일한 버퍼 크기로

패킷 손실률과 처리량을 나타냈다. 버퍼 크기가

30, 60일 때는 제안하는 기법이 좋은 성능을 보

이지만 버퍼 크기가 90일 때는 TCP Reno보다

패킷 손실률이 높고 처리량이 낮아졌다. 설명한

것처럼 무선 구간에 의한 패킷 손실이 버퍼 오

버플로우에 의한 패킷 손실보다 높을 경우에 혼

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안하는 기법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무선 구간에 의한 패킷

손실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버퍼에 충분한 패킷

이 쌓이기 전에 혼잡 변수에 SRTT를 저장하기

때문에 가용 대역폭을 충분히 점유하지 못하고

혼잡 윈도우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

법은 무선 구간에 의한 패킷 손실보다는 버퍼

오버플로우에 의한 손실이 클 경우에 좋은 효율

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버퍼와 SRTT를 사용하여 혼잡한 상황을 예

측하여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적절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혼잡 변수에

저장된 값에 따라 혼잡이 일어나기 전에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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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를 감소시켜 혼잡한 상황의 발생 빈도를

줄였고 그 만큼 낮은 손실률과 높은 전송 효율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버퍼 오버

플로우에 의한 패킷 손실이 생기지 않고 높은

무선 링크 에러율로 인한 패킷 손실만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경우 충분한 대역폭을 점유하지 못하

여 처리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무선

구간에 의한 패킷 손실과 버퍼 오버플로우에 의

한 손실을 구분해서 혼잡 윈도우를 제어하여 대

역폭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앞의 문제

점을 개선하여 높은 무선 링크 에러율에서도 최

대의 전송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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