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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존재하는 경우의

TCP 공정성 비율 측정

이준수†, 김주균††

요 약

TCP는 Internet 트래픽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TCP의 성능을 이해하는 것이 Internet을

분석하는데 중요하다.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 하에서 병목 링크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왕복시간을 갖는

TCP 연결들은 서로 다른 공정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왕복시간을 가지는 TCP의

공정성은 왕복시간의 비율에 반비례하고 동기로 인한 패킷 손실이 일어나면 왕복시간이 긴 TCP는 왕복시간

이 짧은 경우보다 더욱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은 TCP 동기현상이 백그라운드 트래픽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러한 동기현상이 여러 종류의 왕복시간을 가진 TCP 연결이 존재할 때 TCP의 공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동기현상을 일으키는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측정

방법을 보이며 이 분류를 통해 TCP의 공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Estimation of TCP Throughput Fairness Ratio under

Various Background Traffic

Junsoo Lee†, Jukyun Kim††

ABSTRACT

TCP packets occupy over 90% of current Internet traffic thus understanding of TCP throughput is

crucial to understand Internet. Under the TCP congestion regime, heterogeneous flows, i.e., flows with

different round-trip times (RTTs), that share the same bottleneck link will not attain equal portions

of the available bandwidth. In fact, according to the TCP friendly formula, the throughput ratio of two

flows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ratio of their RTTs. It has also been shown that TCP's unfairness

to flows with longer RTTs is accentuated under loss synchronization. In this paper, we show that,

injecting bursty background traffic may actually lead to new type of synchronization and result in

unfairness to foreground TCP flows with longer RTTs. We propose three different metrics to characterize

traffic burstiness and show that these metrics are reliable predictors of TCP un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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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나의 병목링크를 지나가는 서로 다른 왕복시간

(Round-Trip Time) 시간을 가지는 TCP 커넥션은

사용가능한 대역폭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지 않는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4]. 이때 TCP 의 성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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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TCP friendly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5].

pRTT
cThru = (1)

식 (1)은 어떤 상수 c, 플로우(flow)의 스루풋

(throughput) Thru, 패킷을 큐에서 잃을 확률 p, 그리

고 플로우의 Round-Trip Time(RTT)로 이루어진

다. 식 (1) 에 의하면 두 개의 플로우 i 와 j 가 하나의

병목 링크를 공유하여 같은 확률(p) 로 패킷을 잃어

버릴 경우 스루풋 비율 Thrui/Thruj 은 RTT 비율에

반비례한다. 이 논문에서는 두 플로우들의 스루풋 비

율을 공정성 비율 (Fairness Ratio) 로 정의하며 다음

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i

j

j

i
ji RTT

RTT
Thru
ThruFR ==:, (2)

식 (2)에서 정의된 FR i,j 는 두 플로우의 공정성

비율(fairness ratio)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정의된

공정성 비율은 Jain이 정의한 공정 인덱스(fairness

index)[6]와 비교하여 RTT 변수가 포함된 점이 다르

다. 공정성 비율은 두 개의 플로우를 비교하여 공정

성과 RTT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공정성 비율은 정

상적인 환경에서 평균적으로 작은 RTT를 갖는 플로

우가 더 많은 대역폭을 사용함을 보여준다. RTT 로

부터 유도된 식 (2)의 공정성 비율은 TCP에서 동기

현상(synchronization) 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가

정한다. 즉 동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TCP

의 스루풋은 RTT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러나 병목

링크를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TCP 플로우에서 동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스루풋도 달라지며 공정성 비

율은 더 이상 식 (2)를 따르지 않는다.

TCP의 플로우 동기 현상은 [7,8] 등에서 알려졌으

며 같은 RTT를 갖는 TCP 커넥션은 쉽게 동기화되

며 [4]에서는 RTT가 같지 않은 플로우간에도 동기

현상에 의한 패킷 로스가 생기는 것이 알려졌다. 이

러한 TCP 동기 현상은 랜덤화 (randomization)를 통

하여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9,10].

최근에 인터넷 대역폭이 점차 확장되면서 Internet2

와 ESNet[11-13] 과 같은 광대역 (high-speed) 네트

워크에 효율적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제안되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HighSpeedTCP (HSTCP)[11]

와 Scalable TCP (S-TCP)[12] 등이 광대역에서 높

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광대역에서는 이러한 프로

토콜들의 동기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며 공정성도 더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기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TCP 동기현상을 일으킴을 보인다. 백그라운드 트래

픽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성능을 측정하고자 하는

TCP와 같은 포그라운드 트래픽이 존재할 때 이를

제외한 트래픽을 의미한다. 백그라운드 트래픽은 다

수의 오래 지속되는 TCP 플로우와 몇 개의 패킷만을

전송하는 일시적인 TCP 플로우로부터 발생되는

TCP 패킷, UDP 패킷등이 모여서 이루어지며 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방법들이[14,15] 제안되어왔

다. 이 논문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동기현

상이 광대역일 때 더욱 많이 발생함을 보여주며 이

동기현상은 주기적인 트래픽이 아니라 랜덤으로 주

입되는 수백 개의 플로우들이 존재해도 생길 수 있

다. 이 논문은 백그라운드 트래픽과 포그라운드 트래

픽의 패킷 로스 패턴을 분석하여 세 가지의 폭주 측

정 방법을 제공한다. 이 측정방법을 통하여 TCP의

공정성 비율을 예측한다.

[15]에서는 초고속 TCP 변형들에 대해 백그라운

드 트래픽이 존재할 때 에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성능

을 측정하였지만 TCP 공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16]도 백그라운드 트래

픽이 존재할 때 TCP 의 성능을 측정하였지만. 백그

라운드 트래픽을 주어진 프리퀀시에 따른 사인 곡선

을 이용하여 발생시킨다. 이 방법은 백그라운드의 양

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백그라

운드 트래픽의 폭주 특성을 측정한 방법들과 다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2장

에서는 TCP 동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이고

3장에서는 동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의 스루풋을

이론적으로 유도해 본다. 4장에서는 폭주 트래픽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이들과 공정성

비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TCP 동기 현상과 패킷 로스

TCP 동기 현상은[3,7,8]등의 여러 논문에서 연구

되어 왔지만 백그라운드 트래픽에 의한 동기화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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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폭주 백그라운드 트래픽과 비 폭주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큐 크기, 혼잡 윈도우 (congestion window) 크기 , 패킷

로스 이벤트, 패킷 로스

주 트래픽 측정법을 다룬 연구는 되어 있지 않다. 이

장에서는 백그라운드에 의한 패킷 로스(packet loss)

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TCP 동기 현상이 일

어나는가를 살펴본다.

그림 1은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동기 현상에 영향

을 주는 예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ns-2[17] 시뮬레이

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로써 여러 개의 플로우가

500 Mbps 의 병목링크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전파

지연(propagation delay)을 갖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두 시뮬레이션 (a)와 (b)에서 4개의

TCP 플로우는 50Mbps 정도의 10% ON-OFF UDP

백그라운드 트래픽과 병목링크를 공유한다. 실제

Internet과 같은 네트워크에서의 정확한 백그라운드

비율은 얻기 힘들지만 Internet에서 백그라운드 트래

픽이 차지하는 양은 적어도 10% 이상이라고 조사되

었다[18].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ON 시간과 OFF시간

은 평균 0.5 초의 파레토(Pareto) 분포를 따르며

shape 패러미터는 1.5 이다. 이 값 들은 실제 인터넷

의 백그라운드 트래픽 모델로써 자주 사용 된다[14].

그림 1(a)은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만들어내기 위

해 10개의 대역폭이 큰 UDP 소스들을 사용하였고

그림 1(b)는 1000개의 대역폭이 작은 UDP 소스들을

사용하였으며 두 실험에서 평균 백그라운드 트래픽

은 같은 양을 생성하게 하였다. (a) 와 (b)의 맨 첫

번째 그래프는 병목 링크에 존재하는 큐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1(a)의 큐의 크기는 짧은 시간에 변화

가 심한 반면 그림 1(b)에서의 큐의 크기는 변화가

많지 않다. 두 실험의 백그라운드 트래픽 대역폭은

같지만 그림 1(a)은 그림 1(b)보다 큐의 변경 폭에서

보듯이 폭주 트래픽(bursty traffic) 이 많이 발생되

었다.

그림 1(a)와 그림 1(b)의 두 번째 그래프는 TCP

플로우의 혼잡 윈도우 (congestion window) 의 크기

를 보여주며 세 번째 그래프는 패킷 로스 이벤트를

나타낸다. 패킷 로스 이벤트는 어떤 플로우에서 일정

시간 동안 패킷 로스가 하나라도 일어나면 패킷 로스

이벤트로 인정한다. 이 실험에서는 그림 1에서처럼

한 개의 혼잡 이벤트시 최대 300ms 의 시간이 경과한

후 혼잡이 해소되므로 첫 번째 패킷로스 후 300ms

이내에 일어나는 패킷 로스는 개수에 상관없이 하나

의 패킷 로스 이벤트로 인정한다.

그림 1의 마지막 그래프는 각 TCP 플로우에서 생

긴 패킷 로스를 보여준다. 그림 1(a)는 한 번의 혼잡

(congestion) 이벤트가 일어날 때 라우터에서 약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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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패킷 로스가 발생하였다. 이 현상은 한 번에 많

은 양의 패킷을 동반하는 폭주 백그라운드 트래픽에

의해 발생하며 혼잡 제어(congestion control)가 이

에 대응하기 까지 시간에 필요하다. 반면에 그림 1(b)

에서는 패킷로스가 약 5개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았

다. 이는 백그라운드 트래픽에 폭주 요소가 적어서

한 번에 많은 패킷로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36000 초의 시뮬레이션 수행시간 동안 그림 1(a)에서

는 4개의 TCP 연결에서 한 번의 혼잡이 발생했을

경우 평균 3.8의 패킷 로스 이벤트가 발생한 반면에

그림 1(b)는 폭주 트래픽(bursty traffic) 이 많지 않

아 4개의 TCP 연결에서 평균 2.6개의 패킷 로스 이벤

트가 발생했다.

3. 동기현상과 공정성 비율

트래픽 로스 이벤트가 어떻게 TCP 공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항상

보낼 패킷이 존재하고 하나의 병목 링크를 가진 간단

한 통신망을 가정한다. 그리고 이 토폴로지 상에서

동기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경우의 공정성 비율을

유도한다.

그림 2와 같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network top-

ology)에서 플로우 i과 플로우 j가 패킷 로스 이벤트

에 의해 동기 현상이 항상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동기현상은 드롭 테일(drop tail) 큐를 사용한

[4,7,8]에서 관찰 되었다. 만약 플로우 2에서 싱크까

지의 RTT가 플로우 1의 RTT의 2배라면 혼잡 윈도

우의 크기는 그림 3과 같이 변화한다.

그림 3은 두 개의 TCP 플로우에서 동기 현상이

일어날 때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보여준다. 플로우

2의 윈도우는 점선으로 플로우 1의 윈도우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간단한 비교를 위해서 혼잡제어

에서 slow-start 는 고려하지 않았다. 혼잡 윈도우는

flowj

srci

srcj

sink

pdelayi

pdelayi qdelay

flowi

그림 2.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파지연을 갖는 TCP 소스

Wi

Wj

T1 T2 T3 T4 T5 T6 T7 T8

그림 3. 두 개의 동기화된 TCP 플로우의 혼잡 윈도우

RTT 시간에 하나의 패킷만큼 증가하므로 작은

RTT를 가진 플로우의 윈도우 사이즈 W2는 W1보다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림 3에서 Wi 는 특정시간에 i 번째 플로우의 혼

잡 윈도우 크기를 나타낸다. 평형상태에서 T를 주기

로 동기화된 패킷로스가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T

시간동안 혼잡 윈도우 Wi 는 Wi-max 까지 증가하고

패킷 로스 후 다시 Wi-max/2로 감소한다. Wi 는 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하나의 RTTi 마다 한

패킷씩 증가하므로 T 시간 후의 윈도우는 T/RTTi

만큼 증가하여 다시 Wi-max 에 도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ax
max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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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T
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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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i
i RTT

TW 2
max =-

평형상태에서의 평균 윈도우의 크기는 윈도우

Wi-max와 Wi-max/2 의 중간이므로 다음과 같다.

i
avgi R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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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프로토콜에서는 각 RTTi 마다 Wi 패킷을

보내기 때문에 평균 스루풋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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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두 개의 플로우들에서 항상 동기가 일어

나는 경우의 공정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 ÷÷
ø

ö
çç
è

æ
==

i

j

j

i
ji RTT

RTT
Thru
ThruFR (3)

(3)은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없고 항상 동기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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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개의 서로 다른 전파지연을 가지는 Y-shape 토폴로지

일어나는 경우의 공정성 비율을 유도한 것이며 백그

라운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의 공정성 비율은 4장

에서 실험의 결과로 보여진다. 즉 TCP 동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공정성 비율은 1장의 식 (2)를

따르며 동기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경우에는 3장의

식 (3)을 따르게 된다.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존재하

는 경우의 공정성 비율은 동기의 정도에 따라 (2)와

(3)의 중간에 존재하며 이는 ns-2 시뮬레이션을 통

해 4장에서 보인다.

4. 폭주 트래픽에 따른 공정성 비율

이 장의 결과들은 ns-2 [17]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얻어졌으며 폭주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측정 결과,

동기의 정도, 그리고 공정성의 비율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수행된 시뮬레이션은 그림 4와 같이

각 45ms(Src1), 90ms(Src2), 135ms(Src3), 180ms

(Src4)의 서로 다른 전파지연을 갖는 TCP 소스를

사용하였다. 폭주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FTP, Exponential, Pareto, HTTP와 같은 백

그라운드 트래픽이 Src5에서 Srcn을 통해 500Mbps

병목 링크에 주입된다.

이 논문에서는 폭주 트래픽을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제안 방법은 Burst

Packet Drop Distance(BPDD) 방법으로 이는 각 패

킷 로스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의 평균 패킷 로스

개수를 구한다. 이 숫자는 포 그라운드 트래픽과 백

그라운드 트래픽의 패킷 로스를 모두 포함하며 큐

크기와 드롭 방침(drop policy) 이 다른 경우에도 적

용 가능하다.

그림 5는 두 개의 포그라운드 TCP 플로우간에

BPDD와 공정성 비율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각각의

점은 FTP, Exponential, Pareto, HTTP 종류의 특정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존재할 때의 BPDD와 공정성

비율을 보여준다. FTP에서 사용하는 패러미터는 표

1에서 나타낸다. 각각의 FTP 소스들은 이 표의 FTP

시작 시간 간격을 평균으로 exponential distribution

을 통해 실제 시작시간이 정해지며 한 번의 FTP 세

션마다 지정된 양의 패킷들을 보낸다.

그림 5의 exponential 백그라운드 트래픽은 UDP

소스들을 사용하였으며 ON-OFF 유지 시간은 500ms

의 평균값을 갖는 exponential 분포를 따른다. UDP

소스의 전송 속도는 각각 25Kbps에서 5Mbps 까지

변하지만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총 합은 항상 50Mbps

를 유지한다. 만약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5Mbps의 소

스들로 이루어지면 각각의 소스는 폭주 트래픽이

그림 5. Burst Packet Drop Distance (BPDD)와 공정성

비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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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HTTP 백그라운드 트래픽에 사용된 변수

세션의 수 페이지 수 인터 페이지 페이지 크기 인터오브젝트 오브젝트크기 서버의 개수

HTTP1 30 1000 4 300 0.01 10 10

HTTP2 30 1000 4 300 0.01 10 100

HTTP3 300 1000 4 30 0.01 10 10

HTTP4 30 1000 4 1000 0.01 3 10

표 1. FTP 백그라운드 트래픽 생성에 사용된 변수들

FTP 시작시간 간격 각 세션에 전송된 패킷 수

FTP1 0.01 63

FTP2 0.05 3135

FTP3 0.2 1250

FTP4 0.5 6250

FTP5 3 18750

FTP6 5 31250

FTP7 10 62500

커지며 BPDD 값도 커지게 된다. 이 예에서는 5Mbps

소스들이 사용된 경우 병목링크에서 로스 이벤트마

다 약 90 이상의 패킷 로스 개수를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소스가 25Kbps 인 경우에는 BPDD 값은 20

보다 작다.

그림 5는 또한 ON_OFF Pareto 분포의 백그라운

드 트래픽을 가진 예도 보여준다. 역시 각 Pareto 소

스의 전송 속도는 25Kbps에서 5Mbps 까지 변하지

만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총 합은 50Mbps를 이룬다.

실험에 사용된 또 다른 다른 백그라운드 트래픽은

HTTP 트래픽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HTTP 백그

라운드 트래픽의 패러미터들은 [4,16]에서 사용된 것

이며 표 2와 같다.

그림 5는 두 플로우간의 RTT 비율도 보여준다.

만약 두 플로우간에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공정

성 비율은 이러한 RTT 비율에 가까운 값이 된다.

그림 5는 BPDD와 공정성 비율 간에 강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폭주

정도에 따라 BPDD가 커지며 두 플로우간의 공정성

비율도 커지게 된다. 동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

우의 공정성 비율은 약 1.58 이지만 BPDD가 20 인

경우는 공정성 비율이 2.18이고 BPDD가 90 인 경우

의 공정성 비율은 약 2.5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FTP,

Exponential ON-OFF, Pareto ON-OFF등에 상관없

이 BPDD가 커지면 공정성 비율도 커짐을 알 수 있다.

동기의 정도를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각각의

패킷 로스 이벤트 (P) 마다 패킷을 잃어버린 평균

플로우의 개수를 전체 플로우의 개수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여 퍼센티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기

에서 플로우란 같은 IP 주소와 포트 넘버를 갖는 하

나의 TCP 세션으로 정의된다. 즉 이 방법은 여러 플

로우가 존재하는 어떤 패킷 로스 이벤트에서 적어도

하나의 패킷을 잃어버린 모든 플로우의 개수를 세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의 패킷 로스 이벤트에서 패킷로

스가 생긴 플로우가 증가할수록 그림 6에서 나타나

듯이 두 개의 플로우에 관련된 공정성 비율도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여주는 결과도 역시 그림 5에서의

실험처럼 FTP, Exponential ON-OFF, Pareto,

HTTP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사용한다. FTP 와

HTTP 트래픽의 패러미터들은 표 1과 표 2의 값들을

사용한다. 한 번의 혼잡 이벤트에 약 25%의 TCP 플

로우가 패킷 로스 이벤트를 일으키면 공정성 비율은

약 1.58 정도이고 85%의 TCP 플로우에서 패킷 로스

이벤트가 일어난다면 공정성 비율은 약 2.2로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패킷 로스 이벤트가 생긴 플로우의

퍼센티지가 커지면 공정성 비율도 커지게 되며 패킷

로스 이벤트를 측정하여 공정성 비율의 예측이 가능

하다.

그림 6. 드롭이벤트에서 패킷 로스가 생기 플로우의 퍼센티지

와 공정성 비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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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동기의 정도를 측정하는 세 번째 방법은

Coefficient of Variation(CoV)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 CoV는 확률적인 분포가 얼마나 분산되어있는가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인터벌

시간동안 병목 라우터에 도달하는 패킷 개수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눔으로써 계산하였고 평균 인터

벌은 5ms를 사용하였다.

만약 CoV가 작은 값을 가진다면 각 프레임 간에

라우터에 도달하는 패킷들의 양이 차이가 적은 것으

로 폭주 트래픽이 없는 백그라운드 트래픽에 해당된

다. 만약 CoV 가 크다면 프레임간의 백그라운드 트

래픽의 차이가 큰 경우로써 폭주트래픽이 자주 나타

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CoV 방법은 백그라운드 트래

픽이 아닌 TCP의 폭주 트래픽을 측정하는데 사용되

기도 했다[19]. [19]에서는 TCP의 종류 중에 르노

(TCP-Reno) 와 베가스(TCP-Vegas)의 폭주 트래

픽 양을 측정하였다. 반면에 그림 7은 CoV를 여러

플로우들이 합쳐진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폭주 트래

픽 양을 측정하며 CoV는 TCP 동기 정도와 공정성

비율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7은 여러 개의 FTP가 합쳐진 백그라운드 트

래픽의 CoV를 보여준다. 각각의 소스는 표 1과 같은

패러미터로 FTP 트래픽을 생성한다.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많은 개수의 짧은 TCP 플로우들이 장시간

연결되어 있는 적은 수의 TCP 플로우들보다 더 많은

양의 폭주 트래픽을 생성하며 시작 인터벌이 짧아질

수록 더욱 심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짧은 TCP

플로우들이 폭주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TCP

가 slow-start 상에서 많은 수의 back-to- back 패킷

을 발생시키기 때문이고 좀 더 공격적으로 혼잡 윈도

그림 7. FTP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Coefficient of Variation

과 공정성 비율의 관계

우 크기를 늘려가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소개된 세 가지의 폭주 트래픽 측정 방

법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라우터에서

세 가지 폭주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폭주의 정도를

소스에게 알려주어 TCP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특

히 이는 스루풋을 예측하는 것이 유용한 멀티미디어

응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라우터에서의 백그

라운드 트래픽 폭주정도에 따라 포그라운드 TCP의

성능이 변하므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의 요소중의

하나로써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우터에서

폭주 정도가 가중되어 메트릭이 어느 임계값 이상이

되면 선택적으로 패킷을 드롭함으로써 특정 플로우

들의 공정성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결 론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 하에서 병목 링크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왕복시간을 갖는 TCP 연결들은

서로 다른 공정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

은 TCP의 동기현상에 따른 공정성이 백그라운드 트

래픽의 폭주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보

이기 위해 ns-2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폭주 백그라

운드 트래픽을 발생 시킨 후 포그라운드 TCP의 성능

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TCP들의 성능 비율을 공정성

비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백그라운드 트래픽

의 폭주 정도에 관련이 있다. 또한 이 논문은 BPDD,

패킷 로스 이벤트별 관련된 플로우의 개수, CoV의

세 가지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폭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으며 이 방법들을 통하여 TCP

공정성 비율을 예측한다. 본 논문은 라우터 도움 혼

잡 제어와 공정성 비율 관리등에 활용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 S. Floyd, “Connections with multiple con-

gested gateways in packet-switched net-

works part1: One-way traffi,” ACM Comput.

Comm. Review, Vol. 21, No. 5, pp. 30-47, Oct.

1991.

[ 2 ] T. H. Henderson, E. Sahouria, S. McCanne,

and R. H. Katz, “On improving the fairness

of TCP congestion avoidance,” in Proc. of



20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1권 제2호(2008. 2)

IEEE GLOBECOM, Nov. 1998.

[ 3 ] T. V. Lakshman and U. Madhow, “The per-

formance of TCP/IP for netwith high band-

width-delay products and random loss,”

IEEE/ACM Trans. on Networking, Vol. 5,

No. 3, pp. 336-350, July 1997.

[ 4 ] L. Xu, K. Harfoush, and I. Rhee, “Binary in-

crease congestion control for fast, long-dis-

tance networks,” in Proc. of the IEEE

INFOCOM, Mar. 2004.

[ 5 ] J. Padhye, V. Firoiu, D. Towsley, and J.

Kurose, “Modeling TCP throughput: a simple

model and its empirical validation,” in Proc.

of the ACM SIGCOMM, Sept. 1998.

[ 6 ] R. Jain, The Art of Computer System

Performance Analysis: Techniques for Ex-

perimental Design, Measurement, Simulation,

and Model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1.

[ 7 ] S. Shenker, L. Zhang, and D. Clark, “Some ob-

servations on the dynamics of a congestion

control algorithm,” ACM Comput. Comm.

Review, pp. 30-39, Oct. 1990.

[ 8 ] Junsoo. Lee, Stephan. Bohacek, JoaoJ. P.

Hespanha, and Katia. Obraczka, “Modeling

Data Communication Networks usnig Hybrid

Systems,” in IEEE/ACM Transactions on

Networking, Vol. 15, No. 3, pp. 630-643, June,

2007.

[ 9 ] L. Zhang and D. D. Clark, “Oscillating behav-

ior of network traffic: A case study simu-

lation,” Internetworking: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pp. 101-112, 1990.

[10] S. Floyd and V. Jacobson, “Random early de-

tection gateways for congestion avoidance,”

IEEE/ACM Trans. on Networking, Vol. 1,

No. 4, pp. 397-413, Aug. 1993.

[11] T. Kelly, “Scalable tcp: improving perform-

ance in highspeed wide area networks,”

SIGCOMM Comput. Commun. Rev., Vol. 33,

No. 2, pp. 83-91, 2003.

[12] S. Floyd, “Highspeed TCP for large con-

gestion windows,” RFC 3649, 2003.

[13] C. Jin, D. X. Wei, and S. H. Low, “Fast tcp:

motivation, architecture, algorithms, perform-

ance,” in Proc. of the IEEE INFOCOM, Mar.

2004.

[14] S. Floyd, M. Handley, J. Padhye, and J.

Widmer, “Equation-based congestion control

for unicast applications,” in Proc. of the ACM

SIGCOMM, pp. 43-56, Aug. 2000.

[15] Sangtae Ha, Long Le, Injong Rhee and Lisong

Xu, “Impact of Background Traffic on

Performance of High-speed TCP Variant

Protocols”, Computer Networks: The Inter-

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nd Telecom-

munications Networking, Volume 15, Issue 4,

pp. 852-865, Aug. 2007.

[16] Zsolt Kenesi, Zoltan Szabo, Zsolt Belicza,

Sandor Molnar, “On The Effect of The

Background Traffic on TCP's Throughput”,

in Proceedings of 10th ISCC, pp. 631-636,

July, 2005.

[17] The ns Manual (formerly ns Notes and

Documentation), The VINT Project, a collab-

oratoin between researchers at UC Berkeley,

LBL, USC/ISI, and Xerox PARC, Oct. 2000.

[18] F. Hern´andez-Campos, J. S. Marron, G.

Samorodnitsky, and F. D. Smith, “Variable

heavy tail duration in internet traffi,” in Proc.

of IEEE/ACM MASCOTS 2002, 2002.

[19] P. Tinnakornsrisuphap, W. Feng, , and I. Philp,

“On the burstiness of the tcp congestion-con-

trol mechanism in a distributed computing

system,” in Proc. of the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Apr. 2000.



205다양한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존재하는 경우의 TCP 공정성 비율 측정

이 준 수

1990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

과(학사)

1994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학원 전산학(석사)

1994～1999년 삼성전자 (선임 연

구원)

2005년～현재 숙명여자 대학교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 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네트워크 프로토콜, 임베디드 시스템, 운영체제

김 주 균

1985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

1985년～1986년 DEC Korea 근무

1988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계산학 석사

1992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계산학 박사

1992년～현재 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교수

관심분야 :운영체제, 성능평가, Caching Strategies,

Flash Memory Technolog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