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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블로트를 가지는 이종 망에서 AQM을 이용한       

Multipath TCP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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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ous networks with bufferb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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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ultipath TCP(MPTCP)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전송계층의 프로토콜이다. MPTCP는 비슷한

특성의 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기존 TCP에 비해 우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이종 망을 사용하는 MPTCP의 다중경로

중특정경로에서버퍼블로트현상이일어나게되면급격한지연시간의증가로인해느린경로로전송된패킷이MPTCP 수신버퍼

에도착하지않게되어다른경로로수신한패킷이수신버퍼에서대기하는 Head-of-Line(HoL) blocking 현상을초래하여기존 TCP

대비 더욱 악화된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버퍼블로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ctive Queue

Management(AQM) 기법 중 Adaptive Random Early Detection(ARED), Controlled Delay(CoDel), Proportional Integral Controller

Enhanced(PIE)를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이종 망에서 MPTCP 성능 개선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능 향상을 살펴보기 위해

Linux 기반의유선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기존드롭테일과 AQM을비교분석하여AQM기반의TCP가 bufferbloat가 있는다중경

로 MPTCP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살펴보았다.

Key Words : MPTCP, Bufferbloat, AQM, Heterogeneous network, Head-of-Line blocking

ABSTRACT

Multipath TCP (MPTCP) is a transport layer protocol that simultaneously transmits data using multiple interfaces. MPTCP 
is superior to existing TCP in network environment with homogeneous subflows, but it shows worse performance compared 
to existing TCP in network environment with bufferbloat. If a bufferbloat occurs in one of the MPTCP multipaths, the packet 
will not arrive at the MPTCP receive buffer due to a sudden increase in delay time, resulting in a HoL blocking phenomenon. 
It makes the receive window of the other path to be zero. In this paper, we apply Adaptive Random Early Detection (ARED), 
Controlled Delay (CoDel) and Proportional Integral Controller Enhanced (PIE) among the proposed Active Queue 
Management (AQM) to limit the delay of bufferbloat path.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MPTCP in heterogeneous networks. In order to carry out the experiment, we constructed a Linux-based testbed and compared 
the MPTCP performance with that of the existing drop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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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 환경과 통신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수요량의 증가

에따라네트워크환경이복잡해지고있으며이러한환경속

에서효율적인데이터의송수신을위한다양한연구들이진

행되고있다. 현재대부분의무선단말들은 2개이상의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를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단일 경로

를 지원하는 기존 TCP로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다중 경로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의 필요성

이 부각되었다.

다중 경로를 지원하는 프로토콜 중에서 이전에는 전송계

층 프로토콜로 SCTP (Stream Control Transpor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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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PTCP 연결과정

Fig. 2. MPTCP connection setup procedure

그림 1. MPTCP 프로토콜 구조

Fig. 1. MPTCP protocol architecture

가 제안되었지만 기존 TCP를 사용하는 응용계층과의 호환

성문제가있으며NAT와같은네트워크를거치면서주소가

바뀌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일반

적인 사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MPTCP(Multipath TCP)는

기존 TCP의 옵션필드를확장하여 2개 이상의네트워크인

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송, 수신을 지원하는 전송 계층 프

로토콜로 SCTP에서 겪었던 기존 TCP를 사용하는 어플리

케이션과의호환성문제와 NAT문제가발생하지않는장점

을 가진다[1].

현재 MPTCP는 동종 특성을가지는 다중경로에서는 기

존TCP보다향상된성능과안정성을보인다. 하지만버퍼블

로트와같은현상으로인하여다중경로의특성이상이해질

경우, 수신측에서다중경로간에전송시간의차이로인해

수신 단 버퍼에서 Head-of-Line(HoL) blocking 현상이 발

생한다[2]. MPTCP에서 HoL blocking 현상은 도착하지 않

은패킷으로인하여다른경로의성능또한저하시키기때문

에 기존 TCP보다 저하된 성능을 보인다[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MPTCP 다중경로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

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버퍼블로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AQM(Active Queue Management)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

여지연시간이급격히증가하는것을방지하고이를통하여

HoL block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4]. 실험은 버퍼블

로트가발생하는테스트베드를설계하고 Round-robin 스케

줄러 기반의 MPTCP에 ARED[5], CoDel[6], PIE[7]를 사용

하여처리량, 지연시간을측정하여일반적인드롭테일의경

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AQM이 적용된 경우 버퍼

블로트로인한지연시간의급격한증가가감소하여MPTCP

성능 저하 문제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Ⅱ. MPTCP 및 문제점, AQM 분석  

1. Multipath TCP (MPTCP)

MPTCP는 2013년 IETF에서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며, 다

중경로를이용해효율적데이터전송을가능하게하는프로

토콜이다[1]. MPTCP 프로토콜은 다중 경로를 통하여 동시

에데이터를보내기때문에여러개의인터페이스를가지는

단말에서네트워크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 현재

MPTCP는리눅스커널버전이공개되어지속적인업데이트

가이루어지고있다[2]. 그리고이동단말에서는 Apple iOS 7

이후로 iOS 어플리케이션이MPTCP를 사용 가능하도록 변

경되었으며 2016년 6월 국내 이동 통신사에서도 MPTCP

proxy를 사용하여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다음으로

MPTCP 프로토콜의 구조와 연결과정을 설명한다.

MPTCP 구조는그림 1과 같이MPTCP 계층과 1개 이상

의 subflow로 구성되어 있다. Subflow는 기존 TCP와 동일

하게동작하여독립적인세션을갖으며 subflow간의신뢰성

있는패킷전송과연결제어를수행한다. 그리고MPTCP 계

층에서는 가지고 있는 subflow를 제어하기 위한 계층으로

경로 관리, 패킷 스케줄링, 혼잡제어를 수행한다.

MPTCP session의 연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MPTCP 연

결과정은 초기 연결과 subflow를 추가하는 연결과정 2가지

로나눌수있다. 그림 2는 MPTCP 연결과정을나타낸그림

으로 초기 연결과정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subflow1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기존 TCP 3-way handshaking과 동일

하게 SYN, SYN/ACK, ACK 패킷을 전송하며 패킷에

MP_CAPABLE 옵션을 포함하여 서로의 key를 주고받는다

[8]. MP_CAPABLE 옵션을 통해 MPTCP를 지원하는 TCP

라고확인이된후에는추가적으로생성할수있는 subflow

를 연결한다. 그 과정은 그림 2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subflow2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처음에 보내는 SYN

(MP_JOIN) 메시지의 경우에만 클라이언트 측 subflow2에

서 서버 측 subflow1로 전송되고 그에 대한 ACK

(MP_JOIN)을 서버 측 subflow2가 전달한다. 이 과정을 통

해추가적인 subflow의주소와 key를공유하게되고마지막

ACK는이전과정에서의 key를 제대로 받았는지에대한응

답이다.

마지막으로데이터전송에대해소개한다. MPTCP는 2개

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가지의 sequence

number를 사용한다. 그림 3은 DSS 옵션이라는 MPTCP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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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PTCP 데이터 송·수신 흐름 

Fig. 4. MPTCP data transmission/reception flow

그림 5. 큰 버퍼로 인한 Bufferblaot 현상

Fig. 5. Bufferblaot phenomenon caused by large buffer
그림 3. Data Sequence Signal(DSS) 옵션

Fig. 3. Data Sequence Signal(DSS) option

이터 헤더 포맷으로 DSN(Data Sequence Number)와

SSN(Subflow Sequence Number)이 있다. 이 중 DSN은

MPTCP 계층에서사용하는번호이며 SSN은 subflow 계층

에서 사용하는 번호이다. MPTCP 송신자가 데이터를 전송

하면 DSN_MAP 옵션을 이용해 SSN과 DSN를 저장한다.

이를이용하여전송중에순서가어긋나거나패킷이손실된

경우 MPTCP 계층에서의재전송과 subflow 계층에서의재

전송을 한다.

그림 4를통해MPTCP 송신자와서버가데이터송수신을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MPTCP 송신자는

MPTCP 수신자의주소, 즉목적지주소를설정하고데이터

를 여러 개의 subflow로 전송한다. 이후 송신단의 subflow

버퍼에서각각의네트워크경로를통해중간라우터를통과

하고, 중간 네트워크 경로를 거친 패킷들은 수신단의

subflow버퍼에도착하게된다. 같은목적지주소를가진패

킷들은 subflow버퍼에서하나의MPTCP 수신측버퍼로전

송된다. 이때각각의패킷이네트워크성능, 환경에따라각

각의 경로에 도착하는 순서가 다르다. 따라서 수신단

subflow 버퍼에서 subflow 각각의 일련된 전송이 이루어지

지 않고, 각각의 패킷이 MPTCP 수신측 버퍼에 전체 DSN

순서에 맞게 도착한 경우에만 수신측 응용으로 전송된다.

MPTCP는 기존 TCP의 옵션 필드를 확장시킨 프로토콜

이기 때문에 기존 TCP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

며 방화벽, NAT와 같은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장점을가진다. 하지만 MPTCP는 다중 경로를사용하기때

문에다중경로로인한문제점이제기되었다. 대표적인예로

기존 TCP에서발생하는버퍼블로트가MPTCP의 경우에서

는 버퍼블로트가 발생한 경로뿐만 아니라 버퍼블로트가 발

생하지않는경로의성능또한저하시키는문제가있으며이

를 개선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버퍼블로트

최근 메모리값의저하와인터넷의급성장으로인해고품

질서비스의트래픽수요가증가함에따라그림 5와 같이버

퍼의용량을무한히크게증가시켜인터넷을활용하고있다.

하지만무한한버퍼로인해트래픽 손실이발생하지않아 손

실기반의 TCP혼잡제어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버퍼블로트라고 한다.

버퍼블로트는 망에서 패킷이 대용량 버퍼에 장시간 머무

르게 되어 왕복 지연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패킷손실이혼잡을구분하는기준으로사용되는손실기반

의 혼잡제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긴다.

지연기반의혼잡제어를사용하여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

할수있지만손실기반의혼잡제어와의불공평성으로잘사

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용량 버퍼 관리의 필요

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AQM이 제안되었다.

3. AQM

본래 AQM은 TCP 혼잡제어와 같이 종단 시스템에서의

역할을보완하여망의사용률을개선하고지연시간과패킷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AQM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적인 버퍼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가일어나지않는한손실이발생하지않는다. 이

러한동작으로인하여버퍼의용량이무한대에가깝게큰경

우에는 버퍼오버플로우가일어나려면많은시간이필요하

고그동안에버퍼에쌓인패킷은버퍼에갇히게된다. 이러

한큰버퍼에서패킷이갇혀지연시간이크게증가하는현상

을버퍼블로트라고하며이를해결하기위한대용량버퍼의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대용량 버퍼 관리 기법으로 Floyd와 Jacobsen은 가장 먼

저 Active Queue Management(AQM)을 제시하였고 AQM

기법 중에서 Random Early Detection(RED)를 제안하였다

[9]. RED는 네트워크노드의평균 큐사이즈를제어하여유

지함으로써 혼잡회피를제공하고지연을없애 높은성능을

보장한다. 하지만 RED의경우변수와기능적요소들을사용

하기위한지표가부족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이인식되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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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ED 패킷 손실 확률 그래프 

Fig. 6. RED packet loss probability graph

그림 7. MPTCP 테스트베드 구성도

Fig. 7. MPTCP testbed topology

후 ARED, CoDel 등 변수를최소화하거나없애면서간단하

고 효율적인 AQM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3.1 ARED

원래의 Random Early Detection(RED) 알고리즘은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EWMA)로 계산

된평균큐 길이로부터드롭확률 를계산한다. RED의패킷

손실 확률은 그림 6으로 나타내었다. 는 min을 초과하
면 패킷손실확률이 1의값을갖는다. RED를사용할때언

급된변수들은출력 링크의대역폭과예측지연시간과같은

토폴로지 특성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또한

RED는 망의상태가가벼울때평균 큐 길이가최소 min
에가까워지며망의상태에따라불안정하다. 반면 ARED는

자동적으로이전요소들과기준지연시간을기반으로변수들

을 설정한다. ARED에서는 평균 큐 길이가 max보다 크
다고 해서 모든 패킷을 버리지 않는다. 이때 는 max과
max 사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가 1일 때 들어오는

모든 패킷은 버려진다.

3.2 CoDel

CoDel은 버퍼에서 패킷의 최소 지연을 5ms 미만으로 유

지하며 대기열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초기에

제시되었던 RED와는달리설정할매개변수가없어다양한

환경에서구성하기쉽다. CoDel은 각 패킷의실제지연시간

을모니터하며관측시간동안모든패킷의지연시간이목표

로 한 지연시간 이상이면 개개의 선택된 패킷을 드롭한다.

패킷을드롭할때 CoDel은 패킷의지연시간이목표로한지

연시간보다낮을때드롭을멈춘다. CoDel은 실제로패킷의

큐 지연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ARED, PIE와는 다르게 패

킷들이 큐의 헤드에서 드롭된다.

3.3 PIE

PIE는 흘러 들어오는 비율의 평균을 이용하여 큐지연시

간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큐를 제어한다. PIE는 30ms

간격으로 드롭확률 p를 갱신하고 그 값을 사용하여 드롭하

며, p를 구하는과정에서목표로한지연시간과의현재관계

뿐만아니라이전에갱신한값도사용한다. PIE는낮은혼잡

에서의짧은 burst동안은패킷드롭을하지않고, 측정된지

연시간이두 번의관측시간동안목표로한지연시간보다작

을 때 100ms 동안 PIE는 드롭확률 p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모든 패킷을큐에추가한다. PIE는 다양한네트워크 환경에

서시스템안정성을보장할수있도록하기위해사용자들에

게목표의지연시간등성능관련 변수들만설정하게하고나

머지는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Ⅲ. 실험환경 및 실험방법

본 장은 버퍼블로트가 발생하는 이종 망 실험 환경을 설

명하고 버퍼블로트로 인하여 MPTCP 성능저하가 발생하고

이를AQM적용으로개선한실험방법및개선된성능을소

개한다.

1. 실험 환경

이종망에서 버퍼블로트로인한 MPTCP 성능 저하를 구

현하고 AQM 적용에 따른 MPTCP 성능 개선을 측정하기

위해그림 7과 같이유선테스트베드를구성하여실험을진

행하였다. 테스트베드에사용된 PC는 그림 7과 같이총 8대

로구성되어있으며네트워크토폴로지는그림에나타나있

는 바와 같이 구성하였다. MPTCP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Linux ubuntu 14.04 운영체제에서 MPTCP kernel v0.90을

설치하여사용하였으며 MPTCP 송신단, 수신 단을포함한

다중경로간의모든 링크는 100Mbps로 동일하게구성하였

다[10]. MPTCP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PC간의 라우팅 작업

을통해 2개의 subflow로연결하였고, 이상적인네트워크환

경에서의 분석이 아닌 현실적인 성능 분석을 위해 MPTCP

클라이언트 송신 큐에 네트워크 변수를 변경할 수 있는

netem을 적용하여지연시간을 10ms로 설정하였다. 또한 버

퍼블로트 현상을 위한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위

해 한쪽 경로에 1Gbps의 UDP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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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드롭 테일 처리량

(a) Droptail throughput

(b) ARED 처리량

(b) ARED throughput

(c) CoDel 처리량

(c) CoDel throughput

(d) PIE 처리량

(d) PIE throughput

그림 8. 드롭테일과 AQM의 MPTCP 성능 그래프

Fig. 8. Graph of MPTCP throughput performance with droptail and AQM

였고 UDP 트래픽이 subflow1과 링크를 공유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중간라우터역할을하는 PC에네트워크에뮬레

이터를사용하여버퍼크기를설정할수있는최대값으로설

정하여 대용량 버퍼에서 일어나는 버퍼블로트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2. 실험 방법

본실험에서는 Linux의 기본큐관리방법인드롭테일과

AQM방법으로제안된ARED, CoDel, PIE를 적용하여반복

실험을하였다. ARED, CoDel, PIE는 Linux MPTCP kernel

에 기본으로 내장된 트래픽 제어를 사용하였다. CoDel과

PIE는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큐에 적용하는 변수를 최소화

한 AQM이기 때문에 변수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 ARED

는평균 큐크기를결정하기위해 limit 값은 400000byte, 평

균 패킷 크기는 1000byte로 설정하였다. 실험 진행 과정은

MPTCP 클라이언트에서서버로 60초간 트래픽을 전송하고

이때버퍼블로트현상을유발하기위해 UDP 클라이언트에

서 UDP 서버로 트래픽을 10초부터 50초까지 90Mbps로 전

송하여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생성하였다. MPTCP 설정은

손실을기반으로한MPTCP혼잡제어방식인 LIA를사용하

여 AQM이손실을유발했을경우혼잡제어가일어날수있

게 하였다. MPTCP 스케줄러는 round-robin을 사용하였고,

트래픽 전송 시에는 iperf를 이용하였다. 처리량, 지연시간,

혼잡윈도우 등 세부적인 결과 분석을 위해 wireshark를 사

용하여 송수신되는 패킷을 캡처하여 분석하였다[11].

Ⅳ. 유선 테스트베드에서 성능 분석

본장에서는테스트베드를이용하여기존드롭테일방식

과다양한AQM방식의버퍼관리가이종특성을가지는다

중 경로에서 MPTCP에 미치는 영향을 처리량과 지연시간,

혼잡윈도우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드롭 테일

드롭 테일은 실험 중에서 가장 낮은 처리량 성능을 보여

주었다. 먼저큐 별 처리량그래프를표현한그림 8(a)를 살

펴보면 버퍼블로트가 발생한 10초에서 50초 구간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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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드롭 테일 지연시간

(a) Droptail round trip time

(b) ARED 지연시간

(b) ARED round trip time

(c) CoDel 지연시간

(c) CoDel round trip time

(d) PIE 지연시간

(d) PIE round trip time

그림 9. 드롭테일과 AQM의 RTT 그래프

Fig. 9. Graph of RTT with droptail and AQM

subflow의성능이저하된것을볼수있다. 버퍼블로트가발

생한 subflow1의 성능뿐만 아니라 subflow2의 성능도 저하

되었다는 것은 subflow2가 버퍼블로트로 인해 생긴 HoL

blocking의 악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성능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큐 별 지연시간 그래프를 표현한 그림 9(a)를 보면

subflow1의 지연시간이 최대 350ms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있다. 이는경로간의지연시간차이가 300ms 이상이 나

타난것으로볼수있고, subflow1에서버퍼블로트가일어났

음에도불구하고혼잡이제대로제어되지않아패킷들이전

송되지못하고큐에머물러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또

한 subflow2의 지연시간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subflow1의

버퍼블로트현상이발생했지만혼잡제어가혼잡한네트워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동작하지 않고 subflow2가 버퍼블로

트로인한 HoL blocking의영향을받아패킷을전송하지못

하기 때문에 subflow2의 지연시간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50초에 UDP 트래픽유입이 끝난 후전송되지 못했던

패킷들이 전송되면서 지연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큐 별 혼잡윈도우를 표현한 그림 10(a)를 보면 subflow1

의혼잡윈도우증가율이 UDP 트래픽이유입되기시작한 10

초부터급격하게감소하는것을볼수있는데이는버퍼블로

트현상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또한드롭테일이라는말처

럼 큐가가득차야 큐말미에서손실을일으키는드롭테일의

특성상 중간 라우터의 버퍼의 크기가 최대값으로 설정되어

있는본실험에서는손실이일어나지않기때문에혼잡제어

가혼잡을인지하지못하고동작하지않아 혼잡윈도우가감

소하지 않고 UDP 트래픽 전송이 끝나는 50초까지 거의 일

정하게유지되는모습을볼수있다. 이후 UDP 트래픽전송

이 끝나는 50초 이후이전 구간보다높은 증가율로다시증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드롭테일버퍼가적용된경우 subflow2의혼잡윈도우증

가율을 살펴보면 그림 10(a)에서 보듯이 이 또한 10초에서

50초 구간에서 감소하였다. Subflow2는 버퍼블로트가 발생

하지않은경로이지만수신측MPTCP에서수신윈도우가 0

이 되어혼잡 윈도우크기만큼 패킷을전송할 수없는 상황

이기때문에이구간동안거의일정한값을보였다. UDP 트

래픽 전송이 끝나는 50초에는 버퍼블로트 현상의 종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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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드롭 테일 혼잡 윈도우

(a) Droptail congestion window

(b) ARED 혼잡 윈도우

(b) ARED congestion window

(c) CoDel 혼잡 윈도우

(c) CoDel congestion window

(d) PIE 혼잡 윈도우

(d) PIE congestion window

그림 10. 드롭테일과 AQM의 혼잡 윈도우 그래프

Fig. 10. Graph of congestion window with droptail and AQM

HoL blocking이 해소되어 subflow2의 혼잡 윈도우가 급격

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Subflow1 혼잡윈도우의전체적흐름을살펴보았을때, 50

초 이후 UDP 트래픽이유입되기전인 0초에서 10초구간의

혼잡윈도우값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에그값부터다시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버퍼블로트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일시적으로해소된경우에위와같이증가된혼잡윈도

우의 크기로 전송하는 것은 버퍼블로트가 종료되었다고 해

도오히려네트워크혼잡을야기시켜버퍼블로트가다시발

생할 수있는 원인을제공할 수있으며 전체네트워크 효율

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2) ARED

ARED의실험결과는다음과같다. ARED의처리량성능

은 그림 8(b)로 표현하였으며 드롭 테일의경우와 비교하여

향상된 처리량 성능을 보여주었다. 향상 된 처리량 성능을

보여주는 원인으로는 지연시간을 보여주는 그림 9(b)와 혼

잡윈도우를 보여주는 그림 10(b)가 있다.

그림 9(b)에서는드롭테일의경우와비교하여현저히낮

은지연시간을보여주고있다. UDP트래픽이유입되는 10초

에서 지연시간이 증가하다가 바로 감소하였다. 이는 ARED

의동작원리에의해패킷이큐에max값이상이유입되어패

킷이손실되는것을그림 10(b)를통해확인할수있다. 그림

9(b)에서는 10초 이후에 UDP트래픽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subflow1과 subflow2 모두 지연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확인할수있는데, 손실기반으로작동하는혼잡제어방

식으로수신윈도우크기를줄이고이를통해 ARED에서 지

정한min값이상의패킷이큐에유입되지않아더이상의패

킷손실은발생하지않는다. 또한손실을통해 MPTCP가혼

잡한망을인지하고이에적응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

HoL blocking 현상이 완화 되었으며 subflow2의 혼잡윈도

우는드롭테일의경우와비교하여높은증가율을보이며증

가하여 일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3) CoDel

CoDel도 드롭 테일의경우와비교하여 향상된처리량성

능을보여주었다. 큐 별처리량그래프를표현한그림 8(c)를

살펴보면 버퍼블로트가 발생한 10초에서 50초 구간에서

subflow1의 성능은 저하되었지만 subflow2의 성능은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ubflow1에서 버퍼블로트

현상의 발생이 억제되어 subflow2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

고, 수신측 MPTCP에서 HoL blocking 현상이 크게 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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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이다.

큐 별 지연시간 그래프를 표현한 그림 9(c)을 보면

subflow1의지연시간은최대 70ms까지증가하였고, 이는최

대 350ms까지 증가한 드롭 테일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있다. UDP 트래픽이유입되기시작한 10초 이후, 지연시

간이 70ms에도달했을때앞장에서설명한대로패킷이큐에

서 머무르는시간이 목표지연시간인 5ms를 초과하여패킷

손실을유발하게되고패킷의지연시간이감소하게된다. 이

후 큐에머무르는 시간이 5ms보다낮아지기 때문에손실을

유발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이후 50초까지 subflow1과

subflow2 지연시간이서서히증가한다. 이는손실기반의혼

잡제어를사용하는MPTCP가 CoDel에의한손실을통해혼

잡한망에적응을한것으로볼수있다. 지연시간이다시증

가한시점부터 UDP 트래픽유입이끝나는 50초까지지연시

간이줄어들지않는이유는패킷이큐에머물러있는시간이

CoDel의목표지연시간인 5ms를넘지않기때문에 CoDel이

혼잡을 제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큐 별 혼잡윈도우 그래프를 표현한 그림 10(c)에서도

CoDel이 손실을 일으켜 수신 윈도우가 닫히는 현상을 완화

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Subflow1의 혼잡윈도우를 살펴

보면, UDP 트래픽이유입되기시작한 10초이후 CoDel의동

작으로패킷이손실되고, 손실기반으로한TCP혼잡제어가

동작하여 혼잡윈도우가 반감한다. 이는 패킷이 큐에 머무르

는시간이 CoDel의 목표로한지연시간보다낮을때까지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큐가 안정 상태에 이르게

되면혼잡윈도우는그시점부터다시서서히증가하게되고

UDP 트래픽 전송이 끝나는 시점에는 더 높은 증가율로 증

가한다. 또한 subflow2의혼잡윈도우를보면 UDP 트래픽이

혼잡윈도우의 증가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드롭 테일의 경우

보다는훨씬 높은증가율을보인다. 이는버퍼블로트로인한

HoL blocking 현상이 드롭 테일의 경우보다 훨씬 완화되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PIE

PIE는 CoDel과 비슷한처리량성능을보여주었으며이는

그림 8(d)에표현되어있다. UDP 트래픽이유입되는 10초에

서 50초 구간동안 subflow2의 처리량이 subflow1의 버퍼블

로트로인한 HoL blocking의영향을받아 20Mbps까지떨어

지는 드롭 테일의 경우에 반해 PIE를 적용한 실험에서는

subflow2가 100Mbps를 UDP 트래픽이 유입됨에도 불구하

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bflow1의 지연시간을나타낸그림 9(d)를 보면 UDP 트

래픽이 유입되는 10초 이후 지연시간이 30ms에 도달했을

때, PIE가큐의길이와큐에서패킷이나가는속도로계산한

현재큐에서의지연시간과이전에가지고있던큐에서의지

연시간을 활용하여 계산한 드롭확률 p를 사용하여 패킷 손

실을발생시켰다. 따라서같은구간에서드롭테일의지연시

간만큼 치솟지 않고 패킷 지연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UDP 트래픽이 끝나는 50초까지 subflow1과

subflow2의 지연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손실이 발생하여 MPTCP가 혼잡한 망을 인지하고 적응한

것으로볼수있다. 또한 UDP 트래픽이유입되더라도 PIE가

큐지연시간을기반으로갱신한드롭확률 p에 의해 패킷손

실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d)을 보았을때, subflow1의혼잡윈도우는 PIE가

큐지연시간을통해혼잡을인지하고패킷손실을유발했기

때문에 UDP 트래픽이유입된후 짧은시간동안지속적으로

반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PIE가 측정한 큐 지연시간

이 목표의 큐 지연시간보다 낮거나 현재 링크 상태가 낮은

혼잡이라고느끼기때문에패킷손실이다시일어나지않고

혼잡윈도우가서서히증가한다. UDP 트래픽전송이끝난 후

에는다른 AQM의 경우와마찬가지로더높은증가율로증

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subflow2의혼잡윈도우

는 10초부터 50초까지유입되는 UDP 트래픽의영향으로증

가율이점점줄어들긴하지만, UDP 트래픽이유입되기전보

다훨씬 낮은증가율을보이는드롭테일의경우보다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망에 방대한 트래픽이 생성됨에

따라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버퍼블로트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CoDel, PIE, ARED와 같은

AQM 기법을 적용한 경우 MPTCP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능 분석을 위해서 버퍼블로트가 발생하는 테

스트베드환경을구축하고버퍼블로트로인한HoL blocking

현상으로 MPTCP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AQM 적용을 통한 성능 개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구축한 테스트베드에서 중간노드의 네트워크 변

수를 변경하고 백그라운드 트래픽 발생을 통해 버퍼블로트

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중간노드의 큐에는 일반 큐와

AQM을적용한경우로MPTCP 성능실험을반복하였다. 일

반큐와 AQM큐를비교하기위해서실험에는처리량, 지연

시간, 혼잡 윈도우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일반큐를사용한경우보다AQM을사용한경

우가버퍼블로트환경에서더좋은MTCP 성능을보여주었

다. 이는 버퍼블로트가 발생하는 경우 지연시간이 긴

subflow의 패킷들이 손실되지 않고 수신 버퍼에 늦게 도착

하여 빠른 subflow로 도착한 패킷들이 오래 기다리다 버퍼

에서 HoL blocking이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였기 때문이

다. 즉, AQM으로인해특정 TCP subflow의지연시간과혼

잡윈도우증가가억제되기때문이다. 본실험을통하여다중

경로를사용하는MPTCP에서특정경로에서발생한버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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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로 인하여 다른 정상적 경로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AQM을 통해 개선함을 확인하였다.

무선단말의다중인터페이스를활용하여무선자원의효율

을높이는MPTCP 프로토콜의보급에있어서이동통신망에

서발생하는버퍼블로트를다루는방법은더욱중요해지고있

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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