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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CP의 성능은 연결된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송 경로상의 트래픽 혼잡정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 트래픽이 

작스럽게 증가하여 혼잡이 발생하면, 이는 데이터 송의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 데이터 송의 장애가 발생하

여 송 패킷의 손실이 발생하면, TCP는 슬로우스타트를 수행하여 송 속도를 낮추어 송 경로 상의 트래픽 혼

잡을 이고자 한다. 이동 단말이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 간에 수직  핸드오 를 하게 될 경우, TCP는 트래픽의 

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해 슬로우스타트를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  핸드오  시에 수

반되는 TCP 슬로우스타트를 좀 더 효율 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안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

게 TCP 수신자가 슬로우스타트를 강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TCP 송신자에서 트래픽 혼잡을 경험한 후 슬로우스타

트를 수행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향상된 성능에 해서는 시뮬 이션 방법으로 측정하여 성능을 

검증하 다.

Key Words : TCP, Vertical handoff, WLAN, Cellular network.

ABSTRACT

The performance of TCP depends on the degree of traffic congestion between the sender and the receiver. The 

traffic could increase, and this causes congestion which may cause trouble in data transfer. Then, TCP tries to 

eliminate the trouble by reducing the transfer speed with slowstart scheme. When a mobile node moves over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TCP experiences dramatic change of the amount of traffic, and it performs 

slowstar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efficient scheme of TCP slowstart that should performs after vertical 

handoff. In this scheme, TCP receiver forces slowstart, which is different form normal schemes. Its performance 

is better than the normal schemes in that TCP sender experiences traffic congestion and performs slowstart. We 

perform simulation to measure and to verify the improve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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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TCP는 송계층의 네트워크 로토콜이며 이의 성

능은 종단간의 연결 경로상의 네트워크 상태에 의해

서 결정된다. 송 인 다른 트래픽에게 혼잡 향을 

주지 않고 높은 송률로 송하기 해서 TC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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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속도를 종단간의 가용한 역에 맞게 히 응

하여야 한다. 이것이 혼잡제어이며 슬로우스타트는 혼

잡제어에서 사용되는 요한 방법 의 하나이다. 폭

주된 트래픽의 송을 즉각 단하고 재의 네트워

크 상태에 합한 송률을 찾기 해서 TCP는 송

률을 1에서부터 지수 승으로 증가시킨다
[1-3]

. 

이동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러한 혼잡제어가 트래픽 

혼잡으로 오인되는 무선 링크 단락을 감지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동 네트워크에서 종단간의 낮은 TCP 성능

을 개선하기 해서, 많은 TCP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TCP 개선안들은 개 핸드오  혹은 무선 링

크 단락으로 인한 패킷 손실과 높은 송지연에 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4-8]

.

  한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 타입의 무선 네트워크

가 혼재한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동 단

말이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타입의 무선 네

트워크 사이를 핸드오  하게 된다. 이러한 핸드오

를 수직  핸드오 라 한다
[9-13]

. 특히, WLAN과 셀룰

러 네트워크가 첩되어진 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수

직  핸드오 의 형 인 환경이다. 셀룰러 네트워크

와 WLAN은 가격, 성능, 근성 등에 있어서 상호 보

완 인 요소가 있어 상호간의 연동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호 연동으로 셀룰러 네트워크와 WLAN

이 연동 환경에서 잘 동작하더라도, 이동 단말은 역

과 링크 송 시간의 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WLAN과 셀룰러 네트워크가 구조 으로 다르

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패킷 뒤섞임과 패킷 손실을 

발생시키며, TCP 성능의 심각한 하를 가져온다 
[14-16].

  수직  핸드오 로 인한 성능 하를 이기 하여, 

[17]는 TCP 송신자로 보내어지는 ACK 패킷 숫자를 

조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하여, TCP 수신

자는 수직  핸드오 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새로이 속되어진 무선 네트워크에서 격하게 변화

되어진 역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이 

송할 송 속도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송 속도

로 인하여 ACK 개수를 조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7]는 종단간의 역에 한 측정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 다는 에서 문제 으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 값은 수직  핸드오  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기술 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 [18], [19], [20]는 수직  핸드오  직

후에 슬로우스타트의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 다. 슬로

우스타트는, 새로이 속한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응

하기 한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TCP 

수신부에서 발생한 수직  핸드오 에 한 시그 을 

송신자에게 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 TCP 송신

자와 수신자의 모두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제

안한 방법의 실제 구 과 배포에 문제 으로 지 된

다. TCP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 송

장비를 수정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WLAN의 

AP(Access Point)에 일부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도 제

안되었다[23].

  기존의 연구, [21]은 슬로우스타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신자에서 송신자로 가는 경로를 조 하여 송

신자에서의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 

방법이다. 이 게 함으로써 타임아웃으로 인한 성능

하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21]이 제안하는 방

법은 무선 네트워크 간의 역차이로 인한 성능 하

는 극복할 수 없다. 

  기존의 연구, [22]에서 제안된 방법은 상방향 수직

 핸드오  (Upward Vertical Handoff)의 성능을 개

선하는 방법을 제안하 는데, 상방향 수직  핸드오

에 한 TCP 성능개선을 해서, 역시 송신자와 수신

자가 MIHF(Media Independent Handoff Function)를 

인식하도록 수정하여야 하는 구 상의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  핸드오 에 하여 성능

하를 이는 새로운 TCP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TCP는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구  면에서 실 가능

하도록 하 다. 성능 면에서, 수직  핸드오  수행 

후에, 슬로우스타트를 수행하여 새롭게 도착한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가용한 역폭에 해서 빠르게 응

하고자 하 다 한 수직  핸드오 가 진행될 때, 

송을 단하여 불필요한 트래픽 발생을 이고자 하

다. 슬로우스타트와 일시  송 단으로 수직  핸

드오 로 인한 송성능 하를 이며 한 다른 트

래픽의 송성능 하를 일 수 있다. 구  면에서, 

TCP 수신자만을 수정하고자 하 다. 이동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TCP 수신자가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서 

수직  핸드오 를 탐지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래서 

TCP 수신자에서 수직  핸드오 를 탐지하고 슬로우

스타트를 진행하고 한다. 원래 슬로우스타트는 TCP 

송신자에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TCP 수신자가 

슬로우스타트를 이끌어 내기 해서 본 제안 방법에

서는 ACK 송을 일정시간동안 일부러 송하지 않

는 방법을 사용한다. 성능 검증을 해서는, 핸드오  

시의 기존의 TCP와의 성능비교를 하 다. 성능측정을 

해서 NS2를 이용한 시뮬 이션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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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CP receiver does not 
send back ACK intentionally

3. TCP sender experiences timeout and 
goes into slowstart

1. Vertical handoff occurs

Corresponding 
Node

Mobile Node
WLAN

Cellular Network

그림 1. TCP-FS 동작
Fig. 1. The Operation of TCP-FS

Ⅱ. 제안하는 TCP: TCP-FS

  이동 단말이 이동하여 새로운 무선 환경에 도착하

을 경우, 이동 단말은 이 의 무선 환경의 역과 

송지연시간과는  다른 새로운 역과 송지연

시간을 경험하게 되며, 이 에 사용되던 TCP 변수들

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 새로운 무선 환경의 역과 

송지연시간에 히 빠르게 응하기 해서 수직

 핸드오  이후에 슬로우스타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TCP를 TCP-FS(Forced Start)라 명명하

며, 수직  핸드오  직후에, 수신부에 의해서 강제

으로 슬로우스타트를 수행된다는 의미이며, 수직  핸

드오 로 인한  TCP 성능 하를 개선코자 한다. 이

동 단말이 이동할 경우, 이동하 다는 사실은 TCP 수

신측에서 탐지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ACK 패킷을 일정시간 송하지 않음으로써, TCP 송

신자로 하여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하여 슬로우스타

트를 수행하게 한다.

  TCP-FS는 TCP 수신자의 수정을 요구하며, TCP 

송신자의 수정은 요구하지 않는다. 수신자만을 수정하

는 방식으로 구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다. 

TCP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으로 연동되는 구조인데,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를 교체하여야 한다면 구   

배포가 비 실 일 수밖에 없다. 수신자만을 교체하여

야 한다면 이동 단말내의 TCP만 교체함으로써 쉽게 

구 과 배포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장에서는 TCP-FS의 구조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TCP 수신자의 구조에 해당하며, TCP 송

신자는 기존의 TCP를 그 로 사용하게 된다. TCP-FS

는 제안된 방법이 용된 TCP 송신자와 수신자를 통

칭해서 일컫는다. 물론, TCP 송신자는 기존의 송신자

를 그 로 사용하는 것이다.

2.1. TCP-FS의 동작

TCP-FS는 수직  핸드오  이후 TCP 송신자가 

슬로우스타트를 수행하여 새롭게 이동한 네트워크의 

새로운 상태에 빠르게 응하도록 하는 것을 추구

한다. 이를 해서, TCP-FS는 그림에서 보듯이, 3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은 셀룰러 네

트워크와 WLAN이 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동 

단말이 WLAN 에서 송을 하다가 셀룰러 네트워

크로 이동한 상태이다. 즉 수직  핸드오 가 발생

한 것이다. 수직  핸드오 가 발생하면, TCP-FS 

는 3개의 단계를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그림에서 (1), 핸드오 를 감

지한다. 이것을 해서 TCP-FS는 크로스 이어 방식

으로 링크에서의 핸드오 를 직  감지하여 핸드오

를 탐지하게 된다. 이동 단말은 여러 무선링크 인터페

이스를 가지며, 각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무선 

AP(Access Point) 혹은 BS(Base Station)로부터의 시

그 을 감지하여 핸드오 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그림에서 (2), 핸드오 가 탐

지되면, ACK 메시지를 'ack-holding' 시간동안 강제

로 송신측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는 TCP 송신자에게 

타임아웃을 유발시켜 강제로 슬로우스타트를 수행하

기 함이다. 그래서 새롭게 도착한 무선 네트워크의 

새로운 네트워크 상황에 빠르게 응하게 하기 함

이다. 이를 해서 'ack-holding' 시간 계산이 요구된

다.

  세 번째 단계로서는, 그림에서 (3), TCP 송신측에

서 ACK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슬로우스타트를 수행하게 된다.

2.2. ACK-holding 시간 계산

  ACK-holding 시간은 TCP 수신자가 일부러 ACK 

메세지를 송신측에 보내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TCP 

수신자가 ACK-holding 시간 동안 ACK를 보내지 않

으면, 송신자는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슬로우스타트를 

수행한다. TCP 수신자는 ACK-holding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데이터에 해서 ACK를 송함으로써 송

신자에서 수행되는 슬로우스타트가 정상 으로 수행

되게 한다.

  TCP 송신자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기 해서는, 

ACK-holding 시간이 RTO 시간 보다는 길어야 한다 

(식1). 본 논문에서는 margin 값으로 0.1 X RTO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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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ACK-holding 시간 = RTO + margin  (식1)

  RTO 는 (식2)와 같이 계산되어 진다, 단   와   

는 0 과 1 사이의 상수이다.

RTO = sRTT + k X RTTvar (식2)

RTTvar = (1- ) X RTTvar+   X RTTdiff

RTTdiff = |sRTT - RTT|

sRTT = (1- ) X sRTT +   X RTT

TCP-FS

Mobility 
Detector

Link Layer

Cellular interfaceWLAN interface

A Standard TCP

IP Layer

Handoff Handler

Freezing ACK-
holing

Start

Complete

그림 2. TCP-FS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TCP-FS

2.3. TCP-FS 의 구조

  TCP-FS는 Mobility Detector, Handoff Handler, 그

리고 기존의 TCP 로 구성되어 있다. TCP 송신부분은 

 수정이 필요치 않으며, TCP 수신부분만 수정이 

요구된다. 기존의 TCP를 교체하지 않고 Mobility 

Detector와 ACK-handler 부분만 추가하여 구성된다. 

  Handoff-Handler는 Freeze 기능과 Ack holding 기

능을 수행한다. 핸드오 시의 데이터 송은 트래픽 

낭비를 유발하고 다른 트래픽에 방해를 유발하기 때

문에 오히려 보내지 않는게 낫다. Freeze 기능은 핸드

오  시작이 탐지되면, 핸드오 가 시작되고 완료될 

때까지 트래픽 송을 잠시 단하도록 TCP 송신부

분에 송을 멈추게 하는 기능이다. 이를 해서 zero 

window를 사용한다. 

  Ack holding 기능은, 핸드오 가 완료되고 나서, 새

롭게 진입된 무선 네트워크의 상태에 맞지 않는 TCP 

송을, 슬로우스타트를 통해서 새롭게 응하게 하기

해서 슬로우스타트를 강제로 수행하도록 ACK를 

잠시 보내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Ack holding 시간은 

(식1)과 같다.

  Mobility Detector는 핸드오 가 시작되고 완료됨

을 Handoff Handler에게 알려 다. 핸드오 를 탐지

하는 방법으로 크로스 이어 방법을 사용한다. 링크단

의 인터페이스의 시그 을 직  달받아서 핸드오

가 시작되고 완료됨을 단한다.

Ⅲ. 성능 평가

  TCP-FS는 슬로우스타트를 강제로 빨리 유발시켜 

새로운 망에 응을 빨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ACK-holding 시간동안 패킷을 송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득실에 해서 체 인 성능이 어떠한지 성

능 평가를 하고자 한다.

  TCP-FS의 성능평가를 해서, 이기종 무선 네트워

크가 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직  핸드오 가 발

생하 을 경우의 성능을 측정한다. ‘upward’ 수직  

핸드오 와 ‘downward’ 수직  핸드오 를 구분하여 

성능을 측정하 다. ‘upward' 수직  핸드오 는 상

으로 낮은 역으로의 핸드오 이며, 'downward' 

수직  핸드오 는 그 반 의 개념이다.

  측정인자로써, CWND와 송률을 사용하 다. 

CWND는 TCP에서 사용되는 라미터로써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사이즈를 의미하며 이는 곧 TCP

의 송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송률은 경과시간에 

한 TCP의 평균 송 성능을 보여  것이다. 

  TCP-FS는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구  면에서 실  

가능한 것을 추구하 다. 기존의 연구들 에서 수직

 핸드오  시에 발생하는 역차이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알고리즘들([17]-[22])은 구  면에서 크게 2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신부/송신부 모두의 TCP를 수정을 요구하는 방

법과 수신부의 TCP만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수신부/송신부 모두의 TCP 수정을 요구하는 방

법은 구 과 배포면에서 실 으로 어려움이 있는 

방법이다. 즉, 수신부와 송신부를 모두를 수정한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TCP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신부 TCP 수정을 요구하

는 방법은 이와는 달리, 해당 노드의 TCP의 수정으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구 과 배포에 큰 

어려움이 없다. 통상, 이동 단말은 TCP 수신부에 해

당하며, 부분의 데이터 송이 수신부에서의 다운로

드(download)에 해당한다. 서버쪽에 해당하는 송신부 

TCP의 수정 없이 이동 단말만의 수정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실 으로 구   배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8]-[22]는 자인 수신부/송신부 모두의 TCP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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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요구하는 알고리즘으로 성능 면에서 유리하나 

구  면에서 다소 실성이 떨어진다. [17]의 경우는 

수신부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역에 

한 측정에 하여 많은 가정을 포함하여 역시 구  

면에서 실성이 떨어진다. 정확한 역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고 한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으로 

단시간의 측정은 정확성 면에서 오류를 유발하나 [17]

에서는 정확한 역을 측정한다는 가정을 지니고 있

어 다소 실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은 구  면에서 실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의 변화에 해서 하게 

처하기 해서 강제 인 슬로우 스타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안에 한 성

능 비교로써, 재 범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TCP-newreno와 비교하고자 한다.

  TCP-FS의 성능을 TCP-newreno와 비교하 다. 

TCP-newreno는 다수의 패킷 손실에 좋은 성능을 보

여주어 수직  핸드오  시에 TCP-reno 보다 좋은 성

능을 보여 다
[18]

.

3.1. 시뮬 이션 환경

  이동 단말이 이기종의 무선네트워크의 첩된 환경

에서 이동하는 상황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핸드오 와는 달리 수직  핸드오 는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의 첩된 특성으로 소 트 핸드오 가 

가능하다[16]. 소 트 핸드오 를 수행함으로써 이동간

의 연결단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

종 무선 네트워크로 WLAN과 셀룰러 네트워크가 

첩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WLAN은 역이 크고, 가격이 렴한 장 이 있지

만 반경이 작아서 이동 단말에 지속 인 무선 환경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셀룰러 네트워크는 반경이 

충분히 넓어서 이동 단말에게 범 한 서비스를 제

공해  수 있다. 이동 단말이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WLAN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역과 가격 측면에서 

WLAN의 서비스를 우선 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것

이다. 특히 높은 역으로 TCP를 통한 데이터 송 

시에는 더욱 선호될 것이다. 이동 단말의 이동특성으

로 WLAN의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셀룰러 네트워크

의 속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C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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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Kbps (W-CDMA)
200ms

19Mbps (802.11g)
20ms

100Mbps
10ms100Mbps

10ms

100Mbps
10ms

그림 3. 시뮬 이션 토폴로지
Fig. 3. Simulation Topology

  시뮬 이션 토폴로지는 그림 3과 같으며 NS2에 의

해서 구 되었다. AP, BS, R은 각각 셀룰러 네트워크

에서의 액세스포인트(Access Point), WLAN에서의 

베이스스테이션(Base Station), 라우터(Router)를 각각 

의미한다. MN과 BS사이의 링크는 3세  셀룰러 네

트워크의 한 타입인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표 한 것이며, MN과 

AP는 WLAN의 한 타입인 802.11g를 표 한 것이며, 

각각 384Kbps의 역과 200ms의 송지연시간, 

19Mbps의 역과 20ms의 송지연시간을 가진다. 다

른 링크들은 유선 상의 링크이며, 100Mbps의 역과 

10ms의 송지연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시뮬 이션 

환경은 [17], [18] 등과 같이 수직  핸드오 에서의 

TCP 성능 평가에 이미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MN은 CN으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상황

이며, 이는 이동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는 상황이다. 이때 TCP 연결이 지속되는 에, 이동 

단말이 이동하게 되어 무선 연결 링크를 변경하게 된

다. 이는 수직  핸드오 를 의미하게 된다. TCP 세

그먼트의 최 세그먼트 크기는 1460 byte이다. 셀룰

러 네트워크와 WLAN 네트워크에 40 씩 머문다고 

가정하며 이동속도는 등속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3.2. 시뮬 이션 결과 토의

  그림 4는, 이동 단말이 upward 수직  핸드오  시

에 TCP-FS와 TCP-newreno의 CWND의 추이를 보여

다. upward 수직  핸드오  시에는, 높은 역과 

지연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 으로 낮은 역과 

고지연의 네트워크 환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럴 경

우, CWND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역의 네트워크 

환경으로 이동하게 때문에, 량의 트래픽을 낮은 

역을 통해서 송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에

서 보듯이, TCP-newreno는 낮은 역에서 높은 

CWND로 량의 트래픽을 계속 송하고자 시도하

는 가운데 타임아웃이 연속 으로 발생하게 되며, 

한 슬로우스타트 임계값은 최 값인 2로 수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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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슬로우스타트 임계값이 2인 상태에서 슬로우스타

트를 수행하게 되어서,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의 역

까지 지수 인 증가를 하지 못하고 선형  증가를 하

게 되어 한 CWND 값을 가지기 까지 시간이 많

이 소모된다.

  반면, TCP-FS는 수직  핸드오 가 발생한 후 일

정시간 동안 트래픽을 임의로 보내지 않아 TCP 송신

측의 슬로우스타트를 강제로 발생시킨다. 슬로우스타

트 임계값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로우스타트가 

수행되어 새로운 망에 빠르게 응한다.

  그림 5는 이동 단말이 downward 수직  핸드오  

시에 TCP-FS와 TCP-newreno의 CWND의 추이 그래

를 보여 다. downward 수직  핸드오  시에는, 

낮은 역과 고지연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 으로 

높은 역과 지연의 네트워크 환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럴 경우, 송상의 역과 송지연시간의 차

이로 인하여 패킷 뒤섞임 상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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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WND 추이 (upward 경우)
Fig. 4. CWND Progress (upwar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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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WND 추이 (downward 경우)
Fig. 5. CWND Progress (downward case)

  TCP-newreno는 연속으로 패킷 뒤섞임 상이 발

생하여 ‘fast retransmission’이 시도된다. 패킷 뒤섞임

으로 인한 재 송이 발생하고 CWND 값은 반으로 

어들게 된다. 이후에 ‘congestion avoidance’ 모드

에서의 선형  증가 상태로 새로운 고 역의 네트워

크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TCP-FS는 패킷 송을 잠시 멈추고 송신자에서의 

타임아웃을 강제하므로 패킷 뒤섞임 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직  핸드오 가 종료된 이후에 슬로우스타

트가 수행되어 빠르게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응하게 된다.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 upward 수직  핸드오

와 downward 수직  핸드오  시의 송되는 데이터

의 일련의 바이트 스트림의 순차  번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downward 수직  핸드오 와 

upward 수직  핸드오  모두 TCP-FS의 CWND가 

새로운 무선네트워크에 빠르게 수렴되기 때문에, 송

량의 증가가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시작할 때부터 빠

르게 증가한다. 반면, TCP-newreno는 핸드오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지지만 반에는 다소 느리게 

증가한다. 이는 CWND 값이 새로운 망에 최 화되어 

수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수렴하는 속도가 선형

 방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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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송 데이터양의 추이 (upward 경우)
Fig. 6. The Progress of Transferred Data Volume
(upwar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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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송 데이터양의 추이 (downward 경우)
Fig. 7. The Progress of Transferred Data Volume (downward 
case)

  그림 8과 그림 9는, WLAN에서 제공받는 역의 차이

에 한 이동 단말이 획득하는 송률을 보여 다. 셀룰

러 네트워크에서 제공받는 역이 384Kbps 일 때, 

WLAN의 역이 변화함에 따라, downward 수직  핸

드오 와 upward 수직  핸드오  시 이동 단말의 TCP

에서의 성능 차이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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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역 변화에 한 송률(throughput)
Fig. 8. Throughput for Various Bandwidths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downward 수직  핸드

오 시의 TCP-FS와 TCP-newreno의 성능을 비교하

다. downward 수직  핸드오  시에는 WLAN에

서 획득하는 역이 많아짐에 따라 이동 단말의 

송률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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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역변화에 한 송률(throughtput)
Fig. 9. Throughput for Various Bandwidths

 

   한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upward 수직  핸

드오  시에는 WLAN에서 획득했던 역이 높을수

록 384Kbps 역의 셀룰러 네트워크로 이동해 들어

오면, 송에 한 트래픽 혼잡 정도가 높아져서 오히

려 성능이 떨어진다. 모두의 경우에서, TCP-FS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역의 차이가 클수록 더 큰 차

이를 보여 다. 한 downward 수직  핸드오 보다 

upward 수직  핸드오 에 해서 TCP-FS가 더 큰 

성능을 보여 다. 

  특히, 그림 9의 upward 수직  핸드오 의 경우, 

갑자기 큰 송률을 가지고 새로운 망에 들어가는 

TCP-newreno의 경우 큰 혼잡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

온다. 역의 차이가 클수록 이러한 혼잡의 정도가 크

게 발생하므로 TCP-FS와의 성능차가 커지고 있다.

  표 1은 역  송지연시간의 차이에 해서 수

직  핸드오  수행시간 과 ack-holding 시간동안 

TCP-FS가 보내지 못하는 데이터양과 그동안 

TCP-newreno가 보내는 데이터양과 그 이후에 보내는 

데이터양을 비교한 것이다. 핸드오 를 거치는 동안의 

시간과 핸드오 이후에 강제로 ACK를 보내지 않아 

TCP 송신측에 슬로우스타트를 유발시키는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TCP-FS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 

The period that TCP-FS 

cannot send data

5 Seconds after 

the period

TCP-newreno 200Kbytes 1018Kbytes

TCP-FS 0 1387Kbytes

표 1. 데이터 송량 비교
Table 1. Transferred Data Volume Comparison 

  반면에 TCP-newreno는 패킷 뒤섞임 등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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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ast retransmission’을 경험하겠으나, 데이터를 보

낼 수는 있다. 송지연시간이나 역의 차이가 증가

할수록 패킷 뒤섞임 정도가 높아지거나 혼잡이 가

되어 송 데이터양은 어드는 모습을 보여 다. 

TCP-FS가 데이터를 송하지 못하는 동안, 

TCP-newreno가 데이터를 송하더라도, 수직  핸드

오  이후 TCP 송신측에서의 슬로우스타트가 시작되

면 TCP-FS는 새롭게 도착한 무선 네트워크의 역에 

빠르게 응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슬로우스타트 

이후에 송하는 데이터양은 그림에서 보듯이 

TCP-FS가 더 많아 진다.  결국 체 인 송양으로

써, TCP-FS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 다.

Ⅳ. 결  론

  수직  핸드오 는 갑작스런 역과 송지연시간

의 변화로 인하여 TCP의 성능을 하시킨다. 이러한 

성능 하를 극복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수신자 

기반의 슬로우스타트 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된 TCP

는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구  면에서 실 가능하도

록 하 다. 

  TCP-FS는 수직  핸드오 가 발생한 후 TCP 송신

측의 슬로우스타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새

로운 망에 빠르게 응하도록 하 다. TCP 송 속도

를 나타내는 CWND에서 보듯이, TCP-FS는 

TCP-newreno에 비해서 이동된 무선 네트워크의 역

에 빠르게 응하 으며, 이로 인하여 송되는 TCP 

일련번호도 빠르게 증가함을 보 다. 특히 이러한 

TCP-FS 특성으로, WLAN에서 획득되는 가용 역이 

클수록 TCP-FS는 TCP-newreno에 비해서 더 좋은 성

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능의 향상은 수직  핸드오 가 발생할 

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아 

송신측의 슬로우스타트를 유발시켜 오히려 빨리 새로

운 망에 응하는 것이 더욱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이다.

  TCP-FS는 수직  핸드오 가 잦게 발생하는 이동 

단말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  것으로 기 되며, TCP 

수신자만 수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   배포

에도 용이할 것이다. 

References

[1] J. B. Postel,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ETF RFC 793, Sep. 1981.

[2] P. Karn and C. Patridge, “Improving 

round-trip time estimates in reliable transport 

protocols,” in Proc. SIGCOMM '87, pp. 2-7, 

Stowe, U.S.A., Aug. 1987.

[3] V. Jacobson and V. M. Karels, “Congestion 

avoidance and control,” ACM Comput. 

Commun. Review, vol. 18, no. 4, pp. 314-329, 

Aug. 1988.

[4] A. Bakre and B. R. Badrinath, “Handoff and 

system support for indirect TCP/IP,” in Proc. 

Second Usenix Symp. Mobile 

Location-Independent Computing (MLICS 

‘95), pp. 11-24, Ann Arbor, U.S.A., Apr. 

1995.

[5] R. Caceres and L. Iftode,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reliable transport protocols in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IEEE J. Sel. 

Areas Cummun., vol. 13, no. 5, pp. 850-857, 

June 1995.

[6] H. Balakrishnan, S. Seshan, E. Amir, and R. 

H. Katz, “Improving TCP/IP performance over 

wireless networks,” in Proc. ACM Annu. Conf. 

Mobile Computing Networking (MobiCom 

‘95), pp. 2-11, Berkeley, U.S.A., Nov. 1995.

[7] R. Ludwig and R. H. Katz, “The Eifel 

algorithm: making TCP robust against 

spurious retransmissions,” ACM Comput. 

Commun. Review, vol. 30, no. 1, pp. 30-36, 

Jan. 2000.

[8] T. Goff, J. Moronski, D. S. Phatak, and V. 

Gupta, “Freeze-TCP: a true end-to-end TCP 

enhancement mechanism for mobile 

environments,” in Proc. 9th Annu. Conf. IEEE 

Comput. Commun. Soc. (INFOCOM 2000), 

pp. 1537-1545, Tel Aviv, Israel, Mar. 2000.

[9] M. Stemm and R. H. Katz, “Vertical handoffs 

in wireless overlay networks,” ACM Mobile 

Networking Applicat., vol. 3, no. 4, pp. 

335-350, 월 1998.

[10] Q. Zhang, C. Guo, Z.Guo, and W.Zhu, 

“Efficient mobility management for vertical 

handoff between WWAN and WLAN,” IEEE 

Commun. Mag., vol. 41, no. 11, pp. 102-108, 

Nov. 2003.

[11] M. Buddhikot, G. Chandranmenon, S. Han, Y. 



논문 / 수직  핸드오 에서의 TCP 성능향상을 한 수신자기반 슬로우스타트

605

W. Lee, S. Miller, and L. Salgarelli, 

“Integration of 802.11 and third-generation 

wireless data networks,” in Proc. 22
nd

 Annu. 

Joint Conf. IEEE Comput. Commun. Soc. 

(INFOCOM 2003), vol. 1, pp. 503-512, San 

Francisco, U.S.A., Mar.-Apr. 2003.

[12] J. McNair and F. Zhu, “Vertical handoffs in 

fourth-generation multinetwork environments,” 

IEEE Wireless Commun., vol. 11, no. 3, pp. 

8-15, June 2004.

[13] Q. Song and A. Jamlipour, “A network 

selection mechanism for next generation 

networks,” in Proc. IEEE Int. Conf. Commun. 

(ICC 2005), vol. 2, pp. 1418-1422, Seoul, 

Korea, May 2005.

[14] S. E. Kim and J. A. Copeland, “TCP for 

seamless vertical handoff in hybrid mobile 

data networks,” in Proc. IEEE Global 

Telecommun. Conf. (GLOBECOM ‘03), vol. 2, 

pp. 661-665, San Francisco, Dec. 2003.

[15]  A. Gurtov and J. Korhonen, “Effect of 

vertical handovers on performance of 

TCP-friendly rate control,” ACM Mobile 

Computing Commun. Review, vol. 8, no. 3, 

pp. 73-87, July 2004.

[16] R. Chakravorty, P. Vidales, K. Subramanian, 

I. Pratt, and J. Crowcroft, “Performance issues 

with vertical handovers - experiences from 

GPRS cellular and WLAN hot-spots 

integration,” in Proc. 2nd IEEE Annu. Conf. 

Pervasive Computing Commun. (PerCo, 

2004), pp. 155-164, Orlando, U.S.A., Mar. 

2004.

[17] Y. Matsushita, T. Matsuda, and M. 

Yamamoto, “TCP congestion control with 

ACK-pacing for vertical handover,” in Proc. 

IEEE Wireless Commun. Networking Conf. 

(WCNC 2005), vol. 3, pp. 1497-1502, New 

Orleans, U.S.A., Mar. 2005.

[18] S. E. Kim and J. A. Copeland, “Interworking 

between WLANs and 3G networks : TCP 

challenges,” in Proc. IEEE Wireless Commun. 

Networking Conf. (WCNC 2004), vol. 2, pp. 

1252-1257, Atlanta, U.S.A., Mar. 2004.

[19] L. J. Chen, G. Yang, T. Sun, M. Y. Sanadidi, 

and M. Gerla, “Enhancing QoS support for 

vertical handoffs using implicit/explicit 

handoff notifications,” in Proc. IEEE 2
nd

 Int. 

Conf. Quality Service in Heterogeneous 

Wired/Wireless Networks, pp. 8-37, Lake 

Vista, U.S.A., Aug. 2005.

[20] K. Tsukamoto, Y. Fukuda, Y. Hori, and Y. 

Oie, “New TCP congestion control schemes 

for multimodal mobile hosts,” IEICE Trans. 

Commun., vol. E89-B, no. 6, pp. 1825-1836, 

June 2006.

[21] H. Rutagemwa, S. Pack, X. Shen, and J. W. 

Mark, “Robust cross-layer design of 

wireless-profiled TCP mobile receiver for 

vertical handover,” IEEE Trans. Veh. 

Technol., vol. 56, no. 6, pp. 3899-3911, Nov. 

2007.

[22] S. Kim and J. Jang, “Improved TCP 

Performance during the upward vertical 

handover using an IEEE 802.21 MIHF 

Framework,” in Proc. 5
th
 Int. Conf. 

Convergence Hybrid Inform. Technol. (ICHIT 

‘11), pp. 197-204, Daejeon, Korea, 2011.

[23] J. Lee and S. Song, “TCP aware link layer 

agent for seamless vertical handoff in the 

cellular/WLAN integrated network,” IEEE 

Commun. Lett., vol. 14, no. 11, pp. 

1017-1019, Nov. 2010.

석 우 진 (Woojin Seok)

1996년 경북 학교 컴퓨터공학

과 학사

2003년 Univ. North Carolina, 

Computer Science 석사

2008년 충남 학교 컴퓨터공학

과 박사

2003년～ 재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선임연구원 

< 심분야> 무선/이동 QoS, TCP  성능 분석



한국통신학회논문지 '13-08 Vol.38B No.08

606

이 민 선 (Minsun Lee)

1989년 숙명여자 학교 물리

학과 학사

1997년 Univ. of Nebraska-

Lincoln, Electrical Engineering 

석사

2012년～ 재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기술원 

< 심분야> 가상화 테스트베드, 병렬코드 등 

이 만 희 (Manhee Lee)

1995년 경북 학교 컴퓨터공학

과 공학사

1997년 경북 학교 공학석사

2008년 Texas A&M 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 심분야> 네트워크/시스템/스

마트폰 보안, 고성능 시스템, 

컴퓨터교육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