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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MAC layer의 효율을 높이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MAC frame aggregation은 

MAC layer에서 여러 개의 MPDU (MAC protocol data units)를 하나의 PPDU (PHY protocol data units)로 aggregation 시

켜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TCP 성능 향상을 해서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로서 CWL 

(congestion window limit)의 설정 방법이 있는데 이는 congestion window의 상한을 두어 부 한 congestion window 크

기가 선택에 따른 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MAC frame aggregation이 가능한 MANET에서 최

화된 TCP 성능을 하여 CWL를 조정하는 방법에 하여 다룬다. 

Abstract

MAC frame aggregation is a method that combines multiple MPDUs (MAC protocol data units) into one PPDU (PHY 

protocol data units) to enhance network performance at the MAC layer. In ad hoc networks, TCP underperforms due to the 

congestion window overshooting problem and thus by setting CWL (congestion window limit) TCP performance can be 

improved.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problem of setting CWL for TCP performance optimization in ad hoc networks with 

MAC frame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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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까운 미래에 활성화 될 차량간 네트워크

(vehicular networks)는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차량들

과 노변 고정 장치들이 서로 노면 이상, 사고 발생 

여부, 정거 신호, 정체 상황 등 운행 정보를 교환

함으로써 차량 운행 안 과 편의를 도모한다. 차량

간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비허가 주 수 역에 기반하고 인 라에 의존하지 

않는 차량간 애드혹 네트워크(vehicular ad hoc 

networks)에서는 각 구성원이 제한된  도달 범

를 갖는 단거리 무선 통신만이 가능한데 이로 인하

여 원거리에 있는 구성원간의 통신을 해서는 멀티

홉 (multihop) 통신이 필수 이고 따라서 애드혹 (ad 

hoc) 네트워크의 한 형태로 지칭되고 애드혹 네트워

크에 한 연구는 차량간 네트워크에 한 연구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모든 노드가 호스트와 라우터 역할을 모두 수행하

는 하는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유선망 등 통신 기

반 시설 없이 무선 통신으로만 연결되는 노드들 간

의 다  홉 기반의 네트워크이다.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노드들은 제한된 자원 특히 작은 역폭, 

높은 에러율, 노드들의 이동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구조가 수시로 변하는 특성 등 일반 유선망과는 매

우 다른 환경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 유선망에

서 사용되는 로토콜들이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운

용될 경우 많은 성능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일반 

유선 네트워크를 하여 개발된 로토콜들이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TCP [1] 한 이러한 이유

들로 유선 네트워크에서와는 달리 안정 인 TCP 성

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드혹 환경에 맞게끔 개

선하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2-4]. 

TCP가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안정 인 성능이 나

오지 않는 여러 이유들  하나는 TCP frame의 손실

이 네트워크의 혼잡 (congestion)으로 인식함에 반하

여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패킷의 손실이 네트워크

의 혼잡을 의미하지 않는데 있다. 애드혹 네트워크

에서는 노드간 통신은 모두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에 비하여 매우 높은 패킷 손실률을 

가지고 있다. 패킷 손실의 원인이 링크의 불안정임

에도 TCP는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식하여 데이터 

송률을 격하게 인다.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패킷

이 임의 손실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일반 으로 발생하는 hidden ter-

minal 문제가 그 하나의 원인이다. TCP를 사용하여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경우 hidden terminal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데 이는 특정 경로 상에서 data 

frame과 ACK frame이 서로 역방향으로 송됨에 따

라 경쟁 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TCP의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성능 향상 방법으

로서 CWL (Congestion Window Limit)을 두는 방법이 

있다[5]. TCP에서 네트워크 혼잡 방지를 한 송

률 제어에 사용되는 congestion window를 히 설

정하는 경우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hidden terminal 문제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congestion window limit (CWL)을 사용하여 congestion 

window가 특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설정함으로써 

TCP 송률이 불필요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애드혹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에서 효율을 높이는 는 오버헤드(overhead)를 이

는 방법의 하나로 패킷 결합 (packet aggregation) 기

법 을 사용한다.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송의 

단 인 각 패킷에는 송하려고 하는 데이터이외에 

데이터 송에 필요한 부가 인 정보를 담고 있는 

해더 (header) 부분과 패킷 송 후에 필요한 기 

시간과 콘트롤 패킷 등의 송이 있어 여러 패킷을 

하나의 패킷으로 결합하여 송하면 이러한 체 

송 시간에서 해더, 기시간, 콘트롤 패킷 등이 차지

하는 시간을 이고, 즉, 오버헤드를 이고, 실제 데

이터 송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을 높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IEEE 802.11[6] 규약을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를 살펴보면 패킷 결합의 효과는 일반

으로 데이터 송 속도가 높아질수록 크게 나타난

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송 속도가 높을수록 IEEE 

802.11 규약에 따른 패킷화로 인한 오버헤드가 크고 

송 속도가 낮을수록 오버헤드가 낮다. 이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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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AC Frame Aggregation

<Fig. 1> MAC frame Aggregation

터 송 속도가 높이지면 실제 데이터를 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어드는데 반하여 해더 송에 

필요한 시간  기시간은 어들지 않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최근 제정된 다  안테나를 한 무

선랜 규약인 IEEE 802.11n[7]등과 같이 데이터 송 

속도가 매우 높은 규약에서는 패킷 결합 기능이 규

약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 IEEE 802.11n에서는 

MAC(Media Access Control) layer에서 여러 개의 

MAC protocol data units (MPDU)를 묶어서 하나의 

PHY protocol data unit (PPDU)로 보내는 MAC frame 

aggregation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패킷 결합을 사용하는 정  애드혹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TCP 성능의 최 화를 가져

오는 최  CWL을 선정하는 략을 제안한다. 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패킷 결합이 가져오는 TCP 

성능 향상, CWL로 얻을 수 있는 TCP 성능 향상, 그

리고 패킷 결합과 CWL을 동시에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TCP의 성능 향상에 하여 살펴보고 실험 결

과를 바탕으로 패킷 결합이 가능한 애드혹 네트워크

에서의 TCP 성능 향상을 한 최  CWL 선정 략

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패킷 결합에 따른 

TCP 성능 변화[9] 는 CWL의 TCP 성능에 미치는 

향[5] 등 두 가지 문제를 개별 인 문제로 다루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II장에서는 

MAC frame aggregation 기법, CWL 기법과 그들의 구

방법 하여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시뮬 이션 실

험을 통하여 패킷 결합을 사용하는 애드혹 네트워크

에서의 CWL의 TCP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후 최  CWL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결론이 제시된다.  

II. 배경  련 연구

1. MAC Frame Aggregation

IEEE 802.11n에서는 MAC protocol data units 

(MPDU)를 하나의 PHY protocol data unit (PPDU)로 

합칠 수 있도록 임 합병의 포맷을 제공한다. 이

러한 새로운 임 포맷은 다수의 MPDU를 하나의 

PPDU로 합병하여 오버헤드 감축 효과를 효율 으로 

달성 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송자(sender)와 수신자(receiver)가 

Initiator Aggregation Control (IAC)와  Responder 

Aggregation Control (RAC)를 교환한 후에 하나 이상

의 PPDU를 교환할 수 있게 하 다. IAC/RAC 

임은 기존의 IEEE 802.11 MAC 계열에서 사용하는 

RTS (Request-To-Send) 는 CTS (Clear-To-Send) 

임에 해당한다. 다음의 에서 합병된 PPDU가 어

떻게 송되는지 설명한다. 

1. IAC 송 에 송자(initiator)는 최 한 많은 

MPDU를 하나의 PPDU로 묶고, IAC 임의 

duration 부분을 PPDU크기에 상당하는 송 시

간으로 설정한다.

2. 송자는 IAC ( 는 RTS)를 수신자(responder)

에게 보내고, 수신자는 RAC ( 는 CTS) 

임을 송자에게 보낸다. 

3. 송자는 다 의 MPDU을 포함하고 있는 PPDU

를 수신자에게 달한다.

4. 수신자는 모든 데이터를 받았다는 표시로 송

자에게 ACK를 보낸다.

2. Aggregation Format

IEEE 802.11n에서는 다수의 MPDU를 결합하여 그

림 2와 같이 A-MPDU 임을 구성하여 하나의 

PPDU로 송한다. 이 때,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내지

는 여러 개의 MPDU가 A-MPDU로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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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RDP (Reverse Direction Protocol)

<Fig. 3> RDP (Reverse Direction Protocol)

A-MPDU subframe
n...A-MPDU subframe

2
A-MPDU subframe

1

<그림 2> A-MPDU 형식

<Fig. 2> A-MPDU format

3. Reverse direction protocol

IEEE 802.11n에서의 추가 인 기능으로서 수신자

가 송자에게 패킷의 수신을 확인하는 ACK를 송

할 때 ACK과 데이터와 함께 송자에게 보내는 것

을 가능하고 이를 Reverse Direction Protocol (RDP)이

라 지칭한다. 그림 3에서 frame aggregation 과 결합되

어 사용되는 RDP를 이용한 데이터 송의 를 보

여 다. 

1. IAC 송 에 송자(initiator)는 최 한 많은 

MPDU를 하나의 PPDU로 묶고, IAC 임의 

duration 부분을 설정한다.

2. 송자는 IAC ( 는 RTS) 임을 수신자

(responder)에게 보낸다.

3. 수신자는 송자에게 달할 패킷이 있는지 

검하고, 패킷이 있다면 RAC ( 는 CTS)에 데이

터의 크기를 명세하여 보낸다.

4. 송자는 RAC에서 수신자가 송자에게 달

해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하고, ACK과 수신

자의 데이터가 병합된 것에 한 duration 부분을 

설정한다. 송자는 수신자에게 다수의 MPDU가 

병합된 PPDU를 송한다.

5. 수신자는 ACK와 데이터를 병합하여 송자에

게 달하며, 이 데이터에 한 ACK의 duration 

부분을 설정한다.

6. 송자는 수신자로부터 달된 데이터에 한 

ACK를 송한다.

4. CWL(Congestion Window Limit)

CWL은 TCP congestion window의 overshooting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제안되었다[5]. 일반 인 TCP는 

데이터 송률을 네트워크 상황에 합하게 조 하

기 하여 congestion window의 크기를 AIMD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조 한다. AIMD 알고리즘에서 congestion 

window의 크기는 정상 인 ACK을 수신하면 선형으

로 증가하고 congestion window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어, 즉, 네트워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송률이 설정되어,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congestion 

window의 크기를 지수 으로 감소시키는데, 이 때 

congestion window의 크기가 불필요하게 작아지는 문

제가 있다. 이 듯, 네트워크가 수용할 수 있는 수  

이상으로 송률이 일시 으로 높아져 패킷 손실이 

유발되어 결국에는 불필요하게 송률이 감소되는 

상을 congestion window overshooting problem이라 

한다. CWL은 이러한 문제 을 이기 해서 con-

gestion window의 크기가 일정크기 이상이 되지 않도

록 하는 것인데,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TCP의 성능

에 도움이 된다[5]. 유선 네트워크의 경우 이론상 

한 CWL 값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Band-

width-delay product (BDP) 는 upper bound (BDP-UB)

이다. 

BDP(bits) 

= available_bandwidth(bits/sec) × round_trip_time(sec)

BDP_UB(bits) 

= total_bandwidth(bits/sec) × round_trip_time(sec)

즉, BDP_UB는 네트워크상에 아무런 경쟁 트래픽

이 없을 경우 최 한의 역폭을 쓸 수 있는 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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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6 

<그림 4> 시뮬 이션에서 사용된 토폴로지

<Fig. 4> Simulation topology

<그림 5> Aggregation size 변화에 따른 TCP 성능 

<Fig. 5> TCP performance with varying aggregation size

BDP는 경쟁 트래픽이 있는 경우 해당 TCP가 사용할 

수 있는 역폭이다. 따라서 TCP의 송률은 BDP 

는 BDP_UB를 과할 수가 없다. 과하게 되면 

패킷 손실이 발생하여 TCP의 송률이 격하게 떨

어지게 된다. 만일 특정 네트워크의 BDP 는 

BDP_UB 값을 구할 수 있다면 CWL을 설정함으로서 

TCP의 overshooting 문제를 막아서 TCP의 성능을 향

상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애드혹 네트워크와 같은 무

선 다  홉 네트워크에서는 주변 노드간의 간 등으

로 정확한 BDP의 계산이 어렵고 따라서 략 인 

계산법으로 BDP의 근사치를 찾거나 실험 으로 

한 CWL을 찾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5]. 그러나 

MAC frame aggregation이 사용되는 애드혹 네트워크

에서의 CWL의 변화에 따른 TCP 성능의 향 는 

최  CWL에 한 기존의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패킷 aggregation이 사용되는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환경 변화와 CWL의 변화에 

따른 TCP 성능에 한 향을 살펴보고 최  CWL 

선정 략을 제안한다.

III. 실험  결과

MAC frame aggregation을 사용하는 애드혹 네트워

크에서 CWL의 변화에 따른 TCP 성능을 살펴보기 

하여 네트워크 시뮬 이션 툴인 QualNet[10]에 

MAC frame aggregation 기능과 CWL 기능을 구 하

여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 다. 실험 환경은 다

음과 같다. 먼  그림4와 같이 300m 간격으로 직선 

체인(chain) 형태로 나열된 노드들로 네트워크를 구

성하 다.  도달 범 가 376m이고 데이터 송 

속도는 2Mbps인 IEEE 802.11b PHY/MAC을 가정하

다. 양단간의 거리 는 홉(hop)수 변화에 따른 

TCP 성능의 변화를 보고자 1번 노드에 치하는 

송자가 2번과 6번 사이에 존재하는 수신자에게 

TCP-Reno 기반의 FTP 트래픽을 발생시키도록 하여 

수율(throughput)을 측정하 다. TCP의 MSS(Maximum 

Segment Size)는 512 bytes이고 FTP가 발생시키는 패

킷의 크기는 QualNet에서 지정된 특정 분포[11]를 따

른다. 수신자가 2번 노드에 존재하는 경우 송자와 

수신자 사이의 거리는 1홉이므로 결과 그래 에서는 

1-hop chain, 수신자가 3번 노드에 존재하면 거리가 2

홉이므로 그래 에는 2-hop chain으로 표기된다.

1. MAC Frame Aggregation 크기가 TCP 
성능에 미치는 향 

먼  MAC frame aggregation의 TCP 성능에의 

향을 살펴보고자 최  MAC frame aggregation size를 

1부터 8까지 변화시키기며 실험하 고 그 실험 결과

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Aggregation size가 1로 

설정되었을 경우는 모든 노드에서 MAC frame 

aggregation 기능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와 같고 

aggregation size가 8로 설정되었을 경우 각 노드에서 

최  8개의 MPDU가 하나의 패킷 는 PPDU에 결

합되어 송될 수 있다. 사용일반 각 노드에서 

Aggregation을 사용하면 홉수에 따라 TCP의 성능이 

15%에서 65%까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hop 

chain의 경우 aggregation size를 1에서 4이상 까지 증

가시키면 TCP 송률 는 수율이 65% 가까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의 경우 aggregation 

size가 일정 수  이상이면 수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고 송자와 수신자 사이의 홉 거



MAC Frame Aggregation이 가능한 에드혹 네트워크에서의 Congestion Window Limit을 통한 TCP 성능의 최 화

Vol.9  No.4(2010. 8)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57

<그림 7> Aggregation size의 변화에 따른 TCP 성능 변화 

(CWL = 1024)

<Fig. 7> TCP performance with varying aggregation 

size (CWL = 1024)

 <그림 8> Aggregation size의 변화에 따른 TCP 성능 

변화 (CWL = 3072)

<Fig. 8> TCP performance with varying aggregation 

size (CWL = 3072)

<그림 9> Aggregation size의 변화에 따른 TCP 성능 변화 

(CWL = 8192)

<Fig. 9> TCP performance with varying aggregation size 

(CWL = 8192)

<그림 6> CWL 변화에 따른 TCP 성능

<Fig. 6> TCP performance with varying CWL

리가 증가할수록 수율을 aggregation의 사용에 따른 

향상이 크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2. CWL가 TCP 성능에 미치는 향 

Congestion window limit의 크기를 1024 bytes 부터 

10240 bytes 까지 증가시키면서 TCP성능 비교하 다.

CWL를 1024로 설정하 을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그림 6에서 no로 표기) 보다 TCP 성능이 약 8%

에서 80%까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홉수

가 클 경우 TCP 성능의 증가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3. Aggregation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CWL가 
TCP 성능에 미치는 향

본 에서는 Aggregation이 용되는 네트워크에서 

CWL 변화에 따른 TCP 성능변화를 살펴본다. CWL

를 1024에서 8192까지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가 그림 7,8,9에 나타나 있다. 그림 7는 

CWL를 1024 byte로 설정하 을 경우 aggregation size 

변화에 따른 TCP 성능의 변화, 그림 8과 그림 9에는 

각각 CWL를 3072와 8192로 설정하 을 경우 aggre-

gation size 변화에 따른 TCP 성능 변화가 나타나 있다. 

먼  그림 7을 보면 CWL가 1024인 경우, aggre-

gation이 거의 향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실제 모든 노드에서 aggregation이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CWL가 1024일 경우 

송 인 패킷은 1개이므로 aggregation을 수행할 수 있

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CWL가 큰 값을 갖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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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홉 2홉 3홉 4홉 5홉

AS 4≥ 4≥ 4≥ 1 1

CWL Inf Inf 3072 1024 1024

<Table 1> Aggregation Size(AS) and CWL combination 

maximizing TCP performance 

림 8과 9에서 보면 실제 aggregation이 수행되어 

aggregation 최  크기 제한이 커 질수록 TCP 성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8,9에서 제시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hop chain과 2-hop chain의 경우 TCP

의 최 성능은 CWL이 8192이고 aggregation size가 5 

이상일 때임을 알 수 있다. 즉, CWL와 aggregation의 

제한이 거의 없을 때, TCP가 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aggregation을 사용하지 않고 CWL만 

용했을 경우와 매우 다른 결과이다. Aggregation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TCP의 최  성능을 가져오는 

CWL는 부분의 경우 1024 다. 3-hop chain의 경우 

CWL이 3072이고 aggregation size가 4 이상일 때 TCP 

성능이 최 치를 보인다. 4, 5-hop chain의 경우 CWL

가 1024이고 aggregation size가 1일 때, 즉, aggre-

gation을 사용하지 않을 때, 최  성능을 보인다.

4. CWL 선정 략

체 인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홉수가 2홉 이하일

때는 CWL보다 aggregation size변화가 TCP성능에 더 

큰 향이 존재하고 홉수가 3일 때에는 aggregation 

size와 CWL 모두가 향을, 그리고 홉수가 4이상일 

때에는 aggregation size보다는 CWL가 TCP성능에 더 

큰 향을 끼친다. (최  TCP 성능을 가져오는 

aggregation size와 CWL의 조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CWL 선정 략을 세울 

수 있다. 2홉 이하에서는 aggregation을 하되 size의 

제한을 두지 않거나 4이상으로 하고 CWL 한 제한

을 두지 않는다. 3홉에서는 size에 제한 받지 않는 

aggregation을 사용하되 CWL를 3072 bytes 정도로 설

정한다. 4홉 이상에서는 aggregation을 사용하지 않고 

CWL 한 1024 bytes 정도로 설정한다. 

<표 1> 최  TCP 성능을 보이는 Aggregation Size 

(AS)와 CWL의 조합 (Inf는 무한  그리고 ≥는 이상

을 표시)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패킷 결합을 

사용할 경우 CWL가 TCP 성능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에 하여 알아보았다. 유선 네트워크를 하

여 설계된 TCP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선 애드혹 네

트워크에서는 안정 인 성능을 보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패킷 결합이나 CWL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

여 성능을 높이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본 논문

에서는 홉수에 따라서 TCP 성능을 최 화 하는 

aggregation size와 CWL의 조합이 다르다는 것을, 따

라서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TCP 운용 시시 송자

와 수신자의 거리에 따라 aggregation과 CWL 활용법

이 달라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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