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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CP는 네트워크에서 손실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프로토콜이다. TCP는 전송 초기에 
대역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잡 윈도우의 지수적 증가를 통하여 전송하는 슬로우 스타트 
단계를 수행한다. 지수적 증가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폭주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는 네트워크의 
변동성이 심할수록 가중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Hybrid Start 
방법을 개선한 통계적 슬로우 스타트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하여 TCP 성능을 개선한다. 

 

1. 서론 

TCP는 인터넷 상에서 신뢰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1]. 대륙간 통신과 
같은 원거리 상에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요구가 많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TCP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TCP는 네트워크 경로에서 수용이 가능한 혼잡 
윈도우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지수적 증가를 하는 
슬로우 스타트부터 시작한다[1][2]. 광대역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혼잡 윈도우의 빠른 증가와 
안정된 전송 상태의 유지는 TCP 성능유지에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낮은 대역폭의 
네트워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륙간의 통신과 같이 높은 대역폭의 원거리 
네트워크에서는 슬로우 스타트 단계에서의 지수 
증가가 오히려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수 증가 상태에서 CWND(혼잡 윈도우) 
값이 빠르게 증가하여 패킷 손실률이 증가하고 
이러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패킷 손실의 
복구는 종단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주게 되어 
정전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2][6].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대역 원거리 네트워크에서 
혼잡을 예상하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슬로우 스타트의 지수 증가로 인한 패킷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전송지연기반 혼잡 제어 
방법을 제시하여 RTT 상태와 추정된 버퍼 크기 
사용을 제안하였다 [5]. 적응성있는 대역 추정 방법을 
사용해서 송신자 쪽에서 가능한 대역폭을 
추정함으로써 네트워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VCP-BE(variable-structure control protocol with bandwidth 
estimation) 프로토콜도 제안되었으며[4], IP 옵션에 
요구된 속도를 추가해서 라우터에서 이러한 정보를 
읽고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함으로써 고대역 

원거리에서의 혼잡을 풀고자 하는 알고리즘도 
제안되었다[3]. TCP Westwood의 ERE(Eligible sending 
Rate Estimation mechanism) 을 사용하여 임계치를 
반복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연결의 초기 또는 
타임아웃 이후에 재시작을 할 경우 고대역 원거리 
네트워크에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1]. 고대역 원거리 네트워크에서 슬로우 
스타트 구간을 안전하게 종료하기 위한 안전 종료 
시점(Safe Exit Point) 를 찾기 위해 패킷에 대한 ACK 
train(연속적 ACK 패킷)의 시간 구간의 합을 측정하여 
가능한 대역폭의 혼잡도를 예측하는 Hybrid Start 
방법도 제안되었다 [2]. 
 
슬로우 스타트에서의 안전 종료 시점을 찾기 위해 [2] 
논문에서는 ACK train에서 처음과 마지막 ACK 
사이의 시간 구간을 측정함으로써 ACK의 시간 
구간의 합을 구하고 최소 단방향 지연시간을 구해서 
비교함으로써 안전 종료 시점을 찾게 된다. 그리고 
각 ACK train의 처음에 도착하는 패킷은 queuing을 
발생시키기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 ACK train의 
초기에 몇 개의 ACK에 대한 RTT 샘플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RTT의 변동이 심할 
때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률적 모델을 사용하는 
TCP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고대역 원거리 
대역폭 네트워크에서 슬로우 스타트 단계의 지수 
증가로 인한 패킷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슬로우 
스타트 구간에서 안전한 종료 시점을 찾는 Hybrid 
Start 방법을 개선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Hybrid Start 방법은 안전한 종료 시점을 찾기 위해 
최소 단방향 지연시간( minD )과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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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을 전송할 때 각 패킷에 대한 ACK의 도착시간의 
합을 비교하여 혼잡 윈도우가 가능한 대역폭을 
넘는지 확인하게 된다. 두 값이 비슷하게 되면 종료 
시점이 발생된다. minD 을 사용하는 이유는 minD 을 
알면 최대 대역폭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Hybrid 
Start 방법에서는 minD 을 구할 때 최소 RTT/2 로 
구했다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최소 RTT를 구할 때 
신뢰표본 크기(N) 개의 RTT 평균으로 최소 RTT를 
구해서 RTT의 변동이 심할 경우 기존보다 신뢰적인 
종료 시점을 찾는다.   
 
2. 통계적 슬로우 스타트 알고리즘 제안 

고대역 원거리 대역폭 네트워크에서 슬로우 
스타트단계의 지수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폭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슬로우 스타트 종료시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최소 단방향 지연시간( minD )과 
수신된 ACK의 전체 시간과의 비교를 통해 혼잡 
윈도우가 가능한 대역폭을 넘는지 확인한다. 최소 
단방향 지연시간과 수신된 ACK의 시간이 같다면 
대역폭에 패킷이 최대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최소 
단방향 지연시간이 RTT의 변동이 심할 때도 가장 
낮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RTT 변동이 심한 
현재의 대역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RTT의 평균 값으로 비교하여 
대역폭의 상황을 예측한다.  
특히, 최소 RTT의 임계치를 높임으로써 보낼 수 있는 
패킷의 양을 증가시킨 점은 Hybrid Start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다. 
 
2.1 제안된 알고리즘 

제안한 방법은 지연이 심할 때는 빨리 슬로우 
스타트를 종료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를 때는 느리게 
슬로우 스타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연시간( minD )의 정확성이 필요하고 수신된 ACK 
전체시간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기존의 Hybrid 
Start에서는 수신된 ACK의 전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ACK train에서 수신된 처음 ACK와 마지막 
ACK의 차이를 통해서 구하고 지연된 마지막 ACK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minD 은 최소 RTT를 
2 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최소 RTT를 구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이 최소값으로 비교하였다면 제안된 
방법은 임의의 처음 RTT에 대한 30 개의 평균으로 
최소 RTT를 구한다. 30 개의 의미는 대역폭 추정의 
최소 샘플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RTT가 
변동이 심할 때 신뢰성을 높이고 혼잡 윈도우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는 장점이 있으며, 슬로우 스타트 구간에서 
패킷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이전의 Hybrid Start보다 
RTT가 변동이 심할 때 기존 방법보다 성능이 
향상됨을 증명하고 안정적으로 혼잡 윈도우를 
증가시킴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함을 보인다. 그림 1 은 
슬로우 스타트 단계에서 임의의 ACK train에서 처음 

RTT에 대한 30 개의 평균을 구해서 minD 을 구하기 
위해 최소 RTT를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 ● ●

● ●

Data Packet

1D1D2D2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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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D3D

송신자 수신자최소 RTT = 처음 30개의 RTT 평균

iDiD

iAiA

 
(그림 1)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슬로우 스타트 

단계에서 RTT 측정 

30 개의 샘플을 정한 이유는 중심극한정리[7]에서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규분포에 근사하며 임의의 표본 크기를 
30 이상으로 정의하는 개념을 참고하여 임의의 최소 
RTT 30 개의 평균은 전체 대역폭의 최소RTT 추정 
값에 근접한다는 가정하에 30 개를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 ACK에 대한 RTT는 나머지 ACK에 대한 
RTT보다 가장 최소가 되어 가용 대역폭이 최대임을 
전제로 한다. 
 
2.2 기존 방법과의 비교 

기존의 HyStart에서는 송신자로부터 수신자로 전송된 
패킷 트레인의 길이( =∆ )(N ∑

−

=

1

1

N

i i
δ , N =  train의 패킷 

수, kδ : 패킷 k와 k+1 사이의 도착시간)가 단방향 
전송 지연( minD )과 비슷하게 되면 혼잡 윈도우가 
대역폭(BDP)에 근접한다는 방법으로 종료시점을 찾게 
된다. 그러나 수신된 패킷 트레인의 길이( )(N∆ )를 
구할 수 없어서 ACK의 도착 시간의 차이( =Λ )(N  
∑
−

=

1

1

N

i i
λ 11 λλ −≈ −N , iλ : ACK i와 i+1 사이의 도착시간)를 
사용한다. 또한, 단방향 전송 지연( minD )을 구하기 
어려워 두번째 방법으로 k번째 ACK train의 시작 
부분에서 8 개의 패킷에 대한 RTT 평균을 kRTT 라 
할 때 η+> −1kk RTTRTT ( η : 낮은 고정 
임계값=16)이면, 슬로우 스타트를 종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안된 방법은 HyStart의 첫번째 방법과 
비슷하지만 단방향 전송 지연( minD )의 값을 구할 때 
각 트레인의 최소 RTT를 사용하지 않고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전송된 패킷에 대한 처음 30 개의 RTT의 
평균을 사용하여 RTT/2 를 함으로써 단방향 전송 
지연( minD )을 구하게 된다. 
 
3. 성능 평가 

3.1 검증 환경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대역폭을 100Mbps 로 
하고 패킷 크기는 이더넷 최대 전송 크기인 1500 
바이트로 설정하였다. 변동이 적은 RT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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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1ms)로 난수를 생성하고 변동이 큰 RTT는 
(70~180ms)로 난수를 생성하여 계산하였다. 난수 
발생은 Uniform 분포를 따른다. 전체 대역폭의 
크기를 패킷 1 개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대역폭에 몇 
개의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검증에 사용될 RTT 난수의 크기는 66667 
개(=100Mbyte / 1500byte)를 생성하였다. 

 
3.2 결과 토의 

전
송
률(b

yte/seco
nd

)

98~101ms

70~180ms

HyStart SuggestStart

47455 47455

98
54

 
 

(그림 2) 성능 비교: 전송률 
 

그림 2 는 임의의 RTT 범위의 난수를 생성해서 
수신된 ACK 간의 시간 차이를 구하고 각 패킷의 
도착시간을 측정하였다. 패킷의 크기(1500 byte)로 
전송한 패킷의 크기를 전송시간으로 나누어 처리량을 
계산하였다. RTT가 변동이 심하지 않을 때는 
처리량이 같지만 변동이 심할 때는 제안된 방법이 
처리량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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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tart(70~180ms)

SuggestStart(70~18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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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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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능 비교: 패킷 도착시간 

 

그림 3에서는 RTT의 변동이 70~180ms 이면 HyStart는 
패킷 번호 70 일 때 종료하고 제안된 방법은 패킷 
번호 126 일 때 종료함을 나타낸다. 같은 
변동상황에서 제안된 방법이 더 늦게 슬로우 
스타트를 종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수신된 ACK 시간 차이의 
합( )(NΛ )과 단방향 전송 지연( minD )을 비교하는 
메커니즘이므로 비교 대상이 되는 단방향 전송 
지연( minD )의 값을 높여 RTT 변동이 심할 때 기존 

보다 더 많은 패킷을 전송하여 성능을 높여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그림 2 에서의 전송량의 
향상을 설명해 준다. 
 
4. 결론 

고대역 원거리 네트워크에서 TCP는 슬로우 스타트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Hybrid Start방법은, 
네트워크의 변동이 심할 때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Hybrid 
Start방법을 개선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RTT가 변동이 
심할 때 기존의 방법보다 제안된 방법이 더 늦게 
종료함을 보임으로써 기존 방법보다 더 많은 패킷을 
전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통계적 방법은 
초기 ACK train의 가용 대역폭이 높아서 RTT가 
최소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존의 각 ACK train 마다 최소의 RTT로 전송 지연 
시간을 예측하는 방법보다 성능이 더 낳음을 
입증함으로써 고대역 네트워크 상에서의 RTT의 
변동이 심한 구간에서 전송률을 높임으로써 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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