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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CP는 메시지 송에 범 하게 쓰이는 잘 알려진 송수신 로토콜이다. TCP의 긴  메커니즘은 우선순

가 높은 메시지를 송할 때 규칙 역할을 한다. 긴  메커니즘은 우선순 가 높은 메시지의 발생 사실을 수

신 노드에 미리 알려 으로써 수신 노드로 하여  미리 비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TCP의 긴  메커니즘은 

우선순 가 높은 메시지의 즉시 는 빠른 송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TCP에 보통 메시지의 신뢰

인 송과 메시지의 우선순 에 따른 차별 송 기능을 제공하기 에 우선순  기반 송의 기능이 필요하

다. 본 논문은 TCP 로토콜을 한 멀티 쓰 드 환경에서의 우선순  규를 이용한 우선순  기반 송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다른 우선순  벨을 가진 여러 메시지를 송하는 실험 환

경을 통해 검증되었다.

ABSTRACT

TCP is a well-known communication protocol which is widely used for reliable message transmissions. The urgent mechanism of TCP plays a key role 

to transmit messages with a high priority. If a high priority message occurs at the transmitting node, the urgent mechanism informs the receiving node about 

the presence of a high priority message prior to its transmission so that the receiving node can be prepared for handling this message in advance. This 

implies that the existing urgent mechanism of TCP does not guarantee an immediate or faster delivery of the high priority message itself. Therefore, the 

ability of priority-based transmission is required on TCP not only to ensure reliable transmissions of normal messages but also to offer a differentiated 

service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message. This paper presents a priority-based transmission algorithm over TCP using a priority queue in a 

multi-threaded environ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explored using an experimental setup in which various messages with different 

priority levels are trans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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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네트워크 기술의 발 에 힘입어 높은 수 의 

안 성이 요구되는 고신뢰성 시스템(safety-critical 

system)에서도 네트워크를 용한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1-2]. 재난/재해 응 는 교통감시 등의 

목 으로 운용되는 드론 역시 형 인 고신뢰성 네

트워크 기반 시스템으로, 다양한 센서와 상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한다[3-5]. 드론으로

부터 송되는 데이터는 크게 센서 데이터와 상 데

이터로 분류된다[6-7]. 고해상도의 상을 송하는 

데이터는 센서 데이터에 비해 용량이므로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높은 

송률이 필요하다[5],[8]. 반면 센서 데이터는 용량

이지만 드론의 제어 등을 해 신속한 송이 필요하

다. 상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는 동일한 통신망을 공

유하며, 용량의 상 데이터로 인해 센서 데이터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고신뢰성 시스템

을 한 통신망은 송 신뢰성 뿐 아니라 우선순 에 

따라 데이터 송률을 차별화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TCP는 높은 통신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사용되

는 표 인 연결지향(connection-oriented) 로토콜

로서, 오류 검출  정정이 가능하고 메시지의 송 

순서를 보장한다. 이를 토 로 TCP의 통신 신뢰성을 

개선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9-10]. 

한편 TCP는 URG 래그를 이용한 긴  메커니즘

을 제공한다. 긴  메커니즘은 우선순 가 높은 메시

지의 발생 사실을 수신 노드에 미리 알려 으로써 수

신 노드로 하여  미리 비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TCP의 긴  메커니즘은 우선순 가 높은 메시지의 

즉시 는 빠른 송을 보장하지는 않는다[11-12]. 따

라서 메시지의 우선순 에 따라 빠른 송이 필요한 

시스템 는 송률의 차별화가 필요한 시스템에 

용을 해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설명한 드론 

시스템의 경우 통신의 신뢰성 뿐 아니라 용량 상 

데이터와 신속한 송이 요구되는 센서 데이터를 구

분하여 송률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TCP 긴  메커니즘을 그 로 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순  큐(priority queue)를 이용

하여 메시지 별 우선순 에 따라 신속한 송이 가능

한 TCP 통신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멀티스 드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 다

양한 우선순 를 가지는 메시지를 송하고 우선순

에 따른 송률의 변화를 분석한다. 

Ⅱ. TCP의 긴  메커니즘

TCP 통신 로토콜에 한 상세한 내용은 다양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장에서는 참고문헌

[13]을 심으로 본 논문과 직  련된 내용만 간략

히 살펴본다. 

TCP는 우선 인 메시지의 처리를 해 헤더에 포

함된 URG 래그와 긴  포인터를 사용하며, 이 정

보는 세그먼트의 헤더에 포함되어 수신 노드로 달

된다. URG 래그는 8개의 TCP 제어 래그  하

나로, 그 값이 1일 경우 해당 세그먼트에 긴  메시지

가 존재하고 긴  포인터가 유효함을 의미하며, 0일 

경우 긴  메시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긴  포인터는 

해당 세그먼트의 메시지에서 긴  메시지의 마지막 

바이트를 가리키며, 세그먼트의 순서번호에 오 셋으

로 더해져 사용된다. 송신노드 TCP에서 긴  메시지

를 보내기 해 URG 래그 값을 1로 송신하면 세그

먼트의 긴  포인터가 유효한 값으로 설정된다. 수신

노드 TCP에서는 긴  포인터를 통해 긴  메시지의 

치를 악하고, 만약 긴  메시지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긴  상태’라고 신호를 보내어 수신노드 사

용자가 긴  메시지를 우선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TCP의 긴  메커니즘은 메시지의 우선순

에 송률의 차별화가 필요한 시스템에 직  용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드론을 활용한 재난 처 

시스템에서는 상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를 구분하여 

우선순 에 따라 차별화된 송을 지원할 수 있는 기

능이 필요하다. 

Ⅲ. 우선순  기반 송 알고리즘

3.1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TCP를 한 우선순  기반 메시지 

송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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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구성하 다.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는 이더넷

을 통해 연결되며 TCP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송신 

노드의 통신 어 리 이션은 서로 다른 우선순 를 

가지는 메시지들의 독립 인 송을 해 멀티스 드

로 구성되며, 스 드 단 로 각각 다른 벨의 우선순

를 가지도록 한다. 각 스 드에서는 실험을 해 지

정된 우선순 를 가지는 데이터를 일정한 메시지 단

로 지속 인 송을 시도한다. 모든 스 드들은 하

나의 소켓을 공유하며, 각 스 드에서는 TCP 상 의 

우선순  기반 송 알고리즘을 통해 우선순 에 따

라 메시지를 송한다. 여러 스 드가 하나의 소켓을 

공유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한 번에 하나의 스 드만 

메시지 송이 가능하다. 우선순 를 가지지 않는 일

반 인 멀티스 드 시스템에서는 각 스 드가 랜덤하

게 돌아가며 메시지를 송하여 체 송 어 리

이션 에서 보면 모든 스 드가 동일한 송률을 

나타낸다. 

반면 제안한 우선순  기반 송 알고리즘은 매 순

간 송을 시도하는 스 드  우선순 가 높은 스

드가 우선 으로 메시지를 송하며, 체 송 어

리 이션 에서 봤을 때 우선순 가 높을수록 소

켓 유율을 증가시켜 해당 스 드의 메시지 송률

을 높임을 목 으로 한다. 

그림 1. 시스템 모델 구조
Fig. 1 System model structure

3.2 우선순  기반 송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메시지의 우선순 에 따라 차별화된 

송률을 제공할 수 있는 송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멀티스 드 환경에서 우선순  큐

를 사용하여 메시지의 우선순 가 높을수록 먼  

송되어 상 으로 송률이 높아지도록 설계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2와 같다. 각 스

드에서는 송할 메시지와 메시지의 우선순 를 입

력으로 받아 우선순  큐에 정보를 기록한다. 큐에 기

록되는 정보는 해당 스 드의 ID와 우선순 이며, 우

선순 가 높은 순서 로 정렬하여 삽입된다. 메시지를 

송하려는 스 드는 큐의 가장 앞(즉 가장 높은 우

선순 )에 치한 스 드 ID를 검사하여 자신의 ID와 

같으면 송하고, 같지 않으면 검사를 반복하며 기

한다. 메시지 송이 완료되면 큐에 있던 해당 메시지

의 우선순  정보를 삭제한다. 이때 큐에 메시지의 복

사본은 장하지 않으며 송 동작은 각 스 드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큐에 메시지 복사본을 장하고 

송을 담당하는 스 드를 따로 두는 방법과 조된다. 

후자의 경우, 통신 회선 상태가 나쁠 때 큐에 메시지

가 축 되어 높은 우선순 를 가진 메시지가 독

으로 송된다. 그 결과 낮은 우선순  메시지는 높은 

우선순  메시지가 모두 송될 때까지 기하는 일

종의 기아상태를 래한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는 통신 회선 상태와 계없이 각 우선순 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모든 메시지가 송되도록 하 다. 

그림 2. 우선순  기반의 송 알고리즘 순서도
Fig. 2 Flowchart for priority-based 

transmission algorithm

3.3 알고리즘 구

제안한 우선순  기반 송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를 그림 3에 제시하 다. 우선순  큐는 연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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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 된 공유 변수이므로 과 을 통해 임계 구

역을 설정하여 스 드를 동기화하 다. 는 우선순  

큐에 재 스 드의 ID와 우선순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이며, 는 같은 순간 송을 원하는 다른 스 드

의 정보도 얻어오기 해 최소 시간만큼 문맥 교환을 

하는 부분이다. 큐에 정보 입력이 끝나면 를 통해 

재 스 드의 ID와 큐에 입력된 가장 높은 우선순

를 가지는 ID를 비교한다. 재 스 드가 가장 높은 

우선순 를 가진다면 을 통해 메시지 송 후 로 

큐에서 재 스 드의 정보를 삭제한다. 재 스 드

가 가장 높은 우선순 를 가지지 않는다면 로 문맥 

교환을 하여 다른 스 드가 우선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차례가 오면 검사를 반복한다.

PriorSend(SOCKET s, char *buf, int len, int flag, 

            int prior)

{

  EnterCriticalSection(&cs); //

  NODE *node = node_insert(&head, prior); //

  LeaveCriticalSection(&cs); //

  Sleep(1); //

  while(1){

    EnterCriticalSection(&cs);

    if(head->ThreadID == GetCurrentThreadID()) {//

       send(s, buf, len, flag); //

       node_delete(&head, head); //

       LeaveCriticalSection(&cs);

       break;

     }else{

     LeaveCriticalSection(&cs);

     Sleep(1); //

     }

 }

 return; 

}

그림 3. 우선순  기반 송 알고리즘 의사 코드
Fig. 3 Pseudo-code of priority-based 

transmission algorithm

Ⅳ. 알고리즘 검증

4.1 실험환경

제안한 알고리즘의 검증을 해 그림 4와 같이 TI

사의 DSP6657과 도우 환경의 PC를 이용하여 메시

지 송/수신 실험장치를 제작하 다. DSP6657은 서버

로 구 되어 수신 노드 역할을 하며, PC는 클라이언

트로 구 되어 송신 노드 역할을 한다.

그림 4. DSP6657와 이더넷 기반 실험장치
Fig. 4 Experimental setup with Ethernet and DSP6657

4.2 실험 결과  분석 

4.2.1 알고리즘 용 시 송률 변화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경우와 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 우선순  별 송률을 비교하기 해 메

시지의 우선순 를 5단계로 설정하고 송 실험을 수

행하 다. 일정 시간동안 모든 스 드는 계속해서 

송을 시도하며, 체 메시지의 총량이 일정 수 이 될 

때까지 송하 다. 메시지 총량은 1000개, 5000개, 

10000개로 증가시키며 각각 5회씩 수행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실험 결과와 용하지 

않은 실험 결과를 그림 5와 그림 6에 각각 제시하

다. 그림의 x축은 우선순 로서 숫자가 클수록 높은 

우선권을 가리킨다. y축은 일정 시간 동안 송된 

체 메시지  해당 우선순 를 가지는 메시지의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모든 메시지들이 동일

한 길이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y축은 우선순  별 상

 송률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 상  송률의 평균값은 우선순 가 

낮은 메시지부터 차례로 1.4%, 4.9%, 19.3%, 31.4%, 

43.0%를 나타낸다. 알고리즘을 용한 경우 우선순

가 가장 높은 스 드의 상  송률의 평균값은 

43.0%로, 알고리즘을 용하지 않은 경우인 그림 6의 

19.9%와 비교할 때 23.1%p 증가하 다. 우선순 가 

가장 낮은 스 드의 경우, 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 

상  송률의 평균값은 1.4%로 알고리즘을 용하

지 않았을 때의 20.0%에 비해 18.6%p 감소하 다. 따

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우선순 가 높을수록 

빈번하게 메시지가 송되고 우선순 가 낮을수록 드

물게 메시지가 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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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알고리즘 용 시 우선순  별 송률
Fig. 5 Throughput rate vs. priority (with algorithm)

그림 6. 알고리즘 미 용 시 우선순  별 송률
Fig. 6 Throughput rate vs. priority (without algorithm)

4.2.2 우선순  단계 수에 따른 송률 변화

우선순  단계 수를 달리하여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를 그림 7에 제시하 으며, 우선순  단계 수별로 

송률 평균값을 표 1에 요약하 다. 실험 방법은 

4.2.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실험 결과로부터 우

선순  단계 수가 작은 경우에도 우선순 에 따른 

송률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다.

표 1. 알고리즘 용 시 우선순  단계 수에 따른
평균 송률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throughput rat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riority levels(with algorithm)

Number of 

priority steps
2 3 4

Priority

1 39.7% 19.6% 6.4%

2 60.3% 34.7% 17.6%

3 - 45.7% 32.0%

4 - - 44.0%

그림 7. 알고리즘 용 시 우선순  단계 
수에 따른 송률

Fig. 7 Throughput rat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riority levels (without algorithm)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스 드 환경에서 우선순 에 따

른 메시지 송률의 차별화를 구 하기 해, 우선순

 큐를 사용하여 메시지 송 우선권을 할당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검증을 해 

PC를 송신 노드로, DSP6657을 수신 노드로 각각 설

정한 멀티스 드 실험 환경에서 다양한 우선순 의 

메시지를 송하고 송률의 차이를 비교분석하 다. 

5개의 우선순 를 가지는 송신 시스템에 알고리즘

을 용한 결과, 가장 높은 우선순 를 가지는 메시지

의 송률은 알고리즘을 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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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3.1% 증가한 반면, 가장 낮은 우선순 의 데이터

는 18.6% 감소하 다. 이는 우선순 가 높을수록 빈

번하게 메시지가 송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할 경우 멀티스 드 환경에서 우선순

가 높은 메시지의 송률을 상 으로 증가시킴으

로서 TCP 긴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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