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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네트워크에서 TCP Vegas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패킷 손실로 인해 송률이 떨어진다. 다
수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TCP Vegas의 혼잡제어 기법은 패킷 손실로 인해 혼잡 도우가 증가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TCP Vegas의 혼잡제어 기법을 수정하여 무선 네트워크에서 TCP Vegas의 성능을 
향상시킨 wirelessVegas를 제안한다. wirelessVegas는 NS-2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 TCP Vegas 
보다 1%의 무선 링크 에러율에서 약 20% 높은 성능을 보인다.

1. 서론 

   무선 네트워크에서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 [1]는 패킷 손실의 원인을 혼잡으로 가정하고 송

량을 이는 혼잡제어 기법 [2]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진다 

[4]. 그러나 TCP Vegas [4]는 기존의 TCP와 달리 패킷 

손실의 원인을 혼잡으로 가정하고 송량을 이는 혼잡

제어 기법의 문제가 아닌 패킷 손실에 때문에 혼잡 도

우 (cwnd)가 히 증가하지 못하여 무선 네트워크에서 

송률이 떨어진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는 다양한 원인으

로 패킷손실이 발생하므로 패킷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유

선 네트워크 보다 높다. 그러므로 TCP Vegas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TCP Reno [2]를 

개선한 TCP Westwood [5], TCP Jersey [6]와는 다른 방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TCP Vegas의 혼잡제어 기법을 무선 네트

워크에 합하게 수정한 wirelessVegas 기법을 소개한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TCP Vegas는 다수의 패킷 손실로 인

하여 cwnd가 증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증가시키지 못하

는 문제를 갖는다. 따라서 wirelessVegas는 TCP Vegas의 

a와 b에 따라 cwnd를 조 하는 기법을 보다 지능 으로 

수정하여 무선 네트워크에서 TCP Vegas의 성능향상을 

시도한다. NS-2 [7]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 

wirelessVegas는 TCP Vegas에 비해 약 20%의 송률 

향상을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련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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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Vegas를 소개하고, 3장에서 wirelessVegas 기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NS-2를 이용하여 wirelessVegas의 

송률을 평가하며, 5장은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련연구

   선행 혼잡제어 방식인 TCP Vegas는 TCP Reno의 혼

잡제어 알고리즘과 다르게 송신측에서 송했던 패킷의 

RTT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송률을 조 하는 새로

운 방식의 혼잡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TCP Vegas의 

혼잡제어는 RTT (Round trip time)를 기반으로 송할 

수 있는 기 송률 (Expected)을 재 송률(Actual)을 

다음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기대전송률  최소왕복시간
전송윈도우크기

      

 실제전송률 현재왕복시간
전송윈도우크기

        (1)

그 후 두 값의 차이 (diff)가 임계값인 a 보다 작으면 (diff 

< a) 송 도우를 증가시키고,  다른 임계값인 b 보다 

크면 (diff > b)이면 송 도우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혼잡제어를 수행한다.

3. 제안 기법

  wirelessVegas는 TCP Vegas의 혼잡제어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무선 네트워크에서 TCP Vegas보다 높은 성능

을 보이는 혼잡제어 기법이다.

  무선 환경에서 TCP Vegas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송률이 감소된다. 무선 링크의 특성으로 인한 다수의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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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로 네트워크에서 실제 송률(Actual)이 감소되면 diff

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TCP Vegas의 혼잡제어 기법은 

혼잡 도우 (cwnd)를 지속 으로 감소시킨다. 만약 이

의 네트워크 상태가 악화되어 Actual이 감소된 경우, 다음 

송 때 패킷 손실로 인해 RTT가 갱신되지 않으면 지속

으로 cwnd를 감소시켜 데이터 송량이 떨어지며 결과

으로 송률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cwnd를 히 조

하는 wirelessVegas 기법은 무선네트워크에서 TCP 

Vegas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wirelessVegas의 혼잡제어 알고리즘을 표 한다.

(그림 1) wirelessVegas 

혼잡제어  

  wirelessVegas는 diff < a이면 cwnd를 2 증가시키며, 

diff > b이면 cwnd를 1 감소시킨다. 이는 공격 인 cwnd 

증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 a < diff < b이면 

재 cwnd를 1 증가시킨다. 앞서 언 했듯이 무선 송에

서 TCP vegas는 cwnd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계속 으로 

감소나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송률이 떨어진다. 그러므

로 wirelessVegas 기법은 diff가 a와b 사이에 있을 때도 

cwnd를 증가시켜 무선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해 유지되

거나 감소되는 cwnd를 보정한다. 결과 으로 버퍼가 비어 

있는 경우에 cwnd를 더 증가시켜 남은 버퍼를 더 이용하

여 송률이 향상된다. 

4. 시뮬 이션

  wirelessVegas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NS-2 네트워

크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은 토폴로지

에서  무선 링크의 에러율을 1%에서 5%까지 변화시키면

서 시뮬 이션 한다. 

(그림 2) 시뮬 이션 토폴로지
 

시뮬 이션은 goodput을 산출하며, goodput은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 으로 달된 데이터의 양, 즉 ACK를 받은 데

이터의 양이다. 시뮬 이션 결과 wirelessVegas는 1%의 

무선 링크 에러율에서 TCP Vegas에 비해 약 20%정도 

높은 goodput을 보인다. 그림 3은 시뮬 이션 결과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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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irelessVegas의 시뮬 이션 결과

5. 결론

  본 논문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TCP Vegas의 성능 향상

을 시도한 wirelessVegas를 제안한다. wireleeVegas는 다

수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특징을 반

하여 cwnd를 조 하는 혼잡제어 기법으로 TCP Vegas에 

비해 1%의 무선 링크 에러율에서 20%의 성능향상을 보

인다. 그러나 wirelessVegas는 지 까지 제안된 다른 무

선 TCP에 비해 다소 성능이 낮은 을 보완하여야 하며, 

fairness와 friendliness 측면의 평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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