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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 2002/0114272 A1

심사관 : 전용해

전체 청구항 수 : 총 34 항

(54) 시간-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확인 특성 및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제공하는 프로토콜(TCP)을 실행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에서 재전송 타

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RTO)를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 하나의 양상에 따라서, 왕복 시간

값(RTT)을 감소시키는 것은 평균 편차 파라미터(RTTVAR)에 대한 이들의 영향과 관련하여 왕복 시간값을 증가시키는 것

과 상이하게 취급되며, 다른 양상에 따라서, 파라미터 (RTO)를 결정시 사용된 가중값(g,h,w)은 이들중 하나 이상이 시변

이도록 선택되며, 부가적인 양상에 따라서, 파라미터(RTO)는 또한 통신에서 의사 타임-아웃의 수를 나타내는 값(SR)을

토대로 하여 계산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유닛의 정확한 수신을 위하여 확인 메시지를 통신중인 수신기로부터 송신기로 송신하는 확인 특성을 제공하며, 확

인이 타임-아웃 기간 내에 상기 송신기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유닛을 재전송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제공

하는 프로토콜(TCP)을 실행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에서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RTO)를 결정하는 방

법으로서,

소정 데이터 유닛의 송신 및 상기 소정 데이터 유닛에 대응하는 확인의 수신 사이에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왕복 시간값

(RTT)을 측정하는 단계,

적어도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및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

값(SRTT(신))을 계산하는 단계,

적어도 저장된 평균 편차값(RTTVAR(구)),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및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을 토대로 하여 시간에 걸쳐 상기 왕복 시간값(RTT)의 평균 편차를 나타내는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을 계산

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신)) 및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을 토대로 하여 상기 파라

미터(RTO)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을 토대로 하여 결정되는 소정 임계값(TH

(SRTT(구)))보다 작은 경우가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상기 소정의 임계값(TH(SRTT(구)))보다 큰 경우와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에 대한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의 기여도가 상이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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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임계값(TH(SRTT(구)))은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 (SRTT(구))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2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SRTTVAR(신))은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상기 소정의 임계값(TH(SRTT(구)))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저장된 평균 편차값 (RTTVAR(구))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은 것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

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은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상기 소정 임계값(TH(SRTT(구)))보다 큰 경

우, 상기 저장된 평균 편차값(RTTVAR (구)),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

(RTT), 가중 팩터(h)의 함수로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팩터(h)는 시간에 걸쳐 가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은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상기 소정 임계값(TH(SRTT(구)))보다 크거

나 이와 동일한 경우, RTTVAR(신) = RTTVAR(구) + h ㆍ ((RTT-SRTT(구))-RTTVAR(구))로서 계산되고, 여기서

RTTVAR(신)은 새로운 평균 편차값을 나타내고, RTTVAR(구)는 저장된 평균 편차값을 나타내며, SRTT(구)는 저장된 왕

복 시간값을 나타내고, RTT는 측정된 왕복 시간값을 나타내며, h는 상기 가중 팩터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

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은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상기 소정 임계값(TH(SRTT(구)))보다 크거

나 이와 동일하고 (RTT - SRTT(구)) - RTTVAR(구) ≥ 0인 경우, RTTVAR(신) = RTTVAR(구) + h ㆍ ((RTT-SRTT

(구))-RTTVAR(구))로서 계산되며,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상기 소정 임계값 (TH(SRTT(구)))보다 크거나 이

와 동일하고 (RTT - SRTT(구)) - RTTVAR(구) < 0인 경우, RTTVAR(신) = RTTVAR(구) + h2 ㆍ ((RTT-SRTT(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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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TVAR(구))로서 계산되고, 여기서 RTTVAR(신)은 새로운 평균 편차값을 나타내고, RTTVAR(구)는 저장된 평균 편차

값을 나타내며, SRTT(구)는 저장된 왕복 시간값을 나타내고, RTT는 측정된 왕복 시간값을 나타내며, h는 상기 가중 팩터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소정 시간에서 상기 가중 팩터(h)의 값은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

닛의 수(N)를 나타내는 값(N, SN, ssthresh)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수(N)를 나타내는 상기 값(N, SN,

ssthresh)은,

-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수(N),

-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상기 수(N)의 완만한 평균(SN), 및

-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ssthresh)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팩터(h)는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수(N)를 나타내

는 상기 값(N, SN, ssthresh) 및 1의 합의 역의 값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

터 결정 방법.

청구항 11.

데이터 유닛의 정확한 수신을 위하여 확인 메시지를 통신중인 수신기로부터 송신기로 송신하는 확인 특성을 제공하며, 확

인이 타임-아웃 기간 내에 상기 송신기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유닛을 재전송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제공

하는 프로토콜(TCP)을 실행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에서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RTO)를 결정하는 방

법으로서,

소정 데이터 유닛의 송신 및 상기 소정 데이터 유닛에 대응하는 확인의 수신 사이에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왕복 시간값

(RTT)을 측정하는 단계,

적어도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및 제 1 가중 팩터(g)를 토대로 하여 새로

운 완만한 왕복 시간값 (SRTT(신))을 계산하는 단계,

적어도 저장된 평균 편차값(RTTVAR(구)),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및 제 2 가중 팩터(h)를 토대로 하여 시간에 걸쳐 상기 왕복 시간값(RTT)의 평균 편차를 나타내는 새로운 평균 편차값

(RTTVAR(신))을 계산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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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상기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신)),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 및 제 3 가중 팩터(w)를 토

대로 하여 상기 파라미터(RTO)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에 있어

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가중 팩터(g, h, w)는 시간에 걸쳐 가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

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가중 팩터의 소정 시간에서의 값은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

은 데이터 유닛의 수(N)를 나타내는 값(N, SN, ssthresh)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

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 또는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g), 제 2(h) 및 제 3(w) 가중 팩터는 시간 종속되고, 상기 제 1(g) 및 제 2(h) 가중 팩터는 동일하며, 상기 제 3

가중 팩터(w)는 상기 제 1 가중 팩터(g)의 역의 값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

터 결정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가중 팩터(g) 및 상기 제 2 가중 팩터(h)는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

은 데이터 유닛의 수(N)를 나타내는 상기 값(N, SN, ssthresh)의 소정 함수(F)의 역의 값(1/F)과 동일하며, 상기 제 3 가중

팩터(w)는 상기 함수(F)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함수(F)는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수(N)를 나타내

는 상기 값(N, SN, ssthresh) 및 1의 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수(N)를 나타내는 상기 값(N, SN,

ssthresh)은,

-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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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소정 시간까지 송신되었지만, 상기 소정 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상기 수(N)의 완만한 평균(SN), 및

-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ssthresh)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17.

데이터 유닛의 정확한 수신을 위하여 확인 메시지를 통신중인 수신기로부터 송신기로 송신하는 확인 특성을 제공하며, 확

인이 타임-아웃 기간 내에 상기 송신기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유닛을 재전송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제공

하는 프로토콜(TCP)을 실행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에서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RTO)를 결정하는 방

법으로서,

소정 데이터 유닛의 송신 및 상기 소정 데이터 유닛에 대응하는 확인의 수신 사이에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왕복 시간값

(RTT)을 측정하는 단계,

적어도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및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

값(SRTT(신))을 계산하는 단계,

적어도 저장된 평균 편차값(RTTVAR(구)),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및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을 토대로 하여 시간에 걸쳐 상기 왕복 시간값(RTT)의 평균 편차를 나타내는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을 계산

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신)) 및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을 토대로 하여 상기 파라

미터(RTO)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RTO)는 또한 상기 송신기 및 상기 수신기 사이의 상기 통신에서 발생되는 의사 타임-아웃의 수(SPTO)를

나타내는 값(φ(SPTO))을 토대로 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

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RTO)는 상기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신)) 및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에 따른 제

1 팩터 및 의사 타임-아웃의 수를 나타내는 상기 값(φ(SPTO))에 따른 제 2 팩터의 곱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19.

제 17 또는 18 항에 있어서,

의사 타임-아웃의 수를 나타내는 상기 값(φ(SPTO))은 소정 시간 기간에 걸쳐 전송된 데이터 유닛의 전체 수(n)에 의해 분

할되는 의사 타임-아웃에 기인한 데이터 유닛 재전송의 수(n(SPTO))의 부분과 승산 팩터(f)의 곱 및 1의 합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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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승산 팩터(f)는 50보다 크거나 이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

법.

청구항 21.

제 17 항 또는 18 항에 있어서,

의사 타임-아웃의 수를 나타내는 상기 값(φ(SPTO))은 의사 타임-아웃의 수를 토대로 하여 결정된 완만한 평균(SR)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완만한 평균(SR)이 결정되어 확인이 수신될때, 상기 확인이 의사 타임-아웃을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며, 이 경

우에, 상기 완만한 평균(SR)의 저장된 값은 정수의 상수(N) 및 SR + wsrㆍ(1-SR)의 최소값으로서 갱신되며, 여기서 SR

은 상기 완만한 평균의 저장된 값을 나타내고, wsr은 가중 팩터를 나타내며, 상기 타임-아웃이 의사 타임-아웃이 아닌 경

우, 상기 완만한 평균은 상기 완만한 평균의 상기 저장된 값 및 소정 팩터의 곱으로서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 팩터(wsr)는 0.5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팩터는 사이클당 송신된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타내는 값(M)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사이클당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타내는 상기 값(M)은 상기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ssthresh)을 토대로 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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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값(M)은 M = 1.5ㆍssthresh2으로서 결정되며, 여기서 M은 상기 값을 나타내고 ssthresh는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팩터는 (1 - (K/M))과 동일하며, 여기서 M은 사이클당 송신된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타내는 상기 값(M)을 나타

내며, K는 0 ≤K <1의 범위를 갖는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28.

제 1 항, 제 2 항, 제 11 항, 제 12 항, 제 17 항, 또는 제 1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RTO)에 대한 상기 상한 및 하한 값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

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하한값은 적어도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및 틱 크기(TICK)의 합이며, 여기서, 틱 크기는 상기 데이터 유닛 전송기

내의 타이밍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는 최소 시간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

정 방법.

청구항 30.

제 1 항, 제 2 항, 제 11 항, 제 12 항, 제 17 항 또는 제 1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왕복 시간(RTT)은 상기 송신기에 의해 송신된 매 데이터 유닛 마다 측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RTO)는 왕복 시간(RTT)이 측정되는 매 시간마다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결정 방법.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등록특허 10-0717219

- 8 -



데이터 유닛의 정확한 수신을 위하여 확인 메시지를 통신중인 수신기로부터 송신기로 송신하는 확인 특성을 제공하며, 확

인이 타임-아웃 기간 내에 상기 송신기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유닛을 재전송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제공

하는 프로토콜(TCP)을 실행하도록 배열되며, 상기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RTO)를 결정하도록 배열된

데이터 유닛 전송기로서,

소정 데이터 유닛의 송신 및 상기 소정 데이터 유닛에 대응하는 확인의 수신 사이에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왕복 시간값

(RTT)을 측정하도록 배열된 측정 수단, 및

- 적어도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및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

간값(SRTT(신))을 계산하도록 배열되며,

- 적어도 저장된 평균 편차값(RTTVAR(구)),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및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

(구))을 토대로 하여 시간에 걸쳐 상기 왕복 시간값(RTT)의 평균 편차를 나타내는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을

계산하도록 배열되며,

- 적어도 상기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신)) 및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을 토대로 하여 상기 파

라미터(RTO)를 계산하도록 배열된 계산 수단을 구비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에 있어서:

상기 계산 수단은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에 대한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의 기여도가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을 토대로 하여 결정된 소정 임계값(TH(SRTT(구)))보

다 작은 경우가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상기 소정의 임계값(TH(SRTT (구)))보다 큰 경우와 상이하게 되도록

부가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

청구항 34.

데이터 유닛의 정확한 수신을 위하여 확인 메시지를 통신중인 수신기로부터 송신기로 송신하는 확인 특성을 제공하며, 확

인이 타임-아웃 기간 내에 상기 송신기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유닛을 재전송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제공

하는 프로토콜(TCP)을 실행하도록 배열되며, 상기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RTO)를 결정하도록 배열된

데이터 유닛 전송기로서,

소정 데이터 유닛의 송신 및 상기 소정 데이터 유닛에 대응하는 확인의 수신 사이에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왕복 시간값

(RTT)을 측정하도록 배열된 측정 수단, 및

- 적어도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및 제 1 가중 팩터(g)를 토대로 하여 새

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값 (SRTT(신))을 계산하도록 배열되며,

- 적어도 저장된 평균 편차값(RTTVAR(구)),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 및 제 2 가중 팩터(h)를 토대로 하여 시간에 걸쳐 상기 왕복 시간값(RTT)의 평균 편차를 나타내는 새로운 평균 편차값

(RTTVAR(신))을 계산하도록 배열되며,

- 적어도 상기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신)),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 및 제 3 가중 팩터(w)를

토대로 하여 상기 파라미터(RTO)를 계산하도록 배열된 계산 수단을 구비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에 있어서:

상기 계산 수단은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가중 팩터(g, h, w)가 시간에 걸쳐 가변이도록 부가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

청구항 35.

등록특허 10-0717219

- 9 -



데이터 유닛의 정확한 수신을 위하여 확인 메시지를 통신중인 수신기로부터 송신기로 송신하는 확인 특성을 제공하며, 확

인이 타임-아웃 기간 내에 상기 송신기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유닛을 재전송하는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제공

하는 프로토콜(TCP)을 실행하도록 배열되며, 상기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RTO)를 결정하도록 배열된

데이터 유닛 전송기로서,

소정 데이터 유닛의 송신 및 상기 소정 데이터 유닛에 대응하는 확인의 수신 사이에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왕복 시간값

(RTT)을 측정하도록 배열된 측정 수단, 및

- 적어도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구)) 및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

간값(SRTT(신))을 계산하도록 배열되며,

- 적어도 저장된 평균 편차값(RTTVAR(구)), 상기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및 상기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

(구))을 토대로 하여 시간에 걸쳐 상기 왕복 시간값(RTT)의 평균 편차를 나타내는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을

계산하도록 배열되며,

- 적어도 상기 새로운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신)) 및 상기 새로운 평균 편차값(RTTVAR(신))을 토대로 하여 상기 파

라미터(RTO)를 계산하도록 배열된 계산 수단을 구비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에 있어서:

상기 계산 수단은 상기 파라미터(RTO)가 또한 상기 송신기 및 상기 수신기 사이의 상기 통신에서 발생되는 의사 타임-아

웃의 수를 나타내는 값(SR)을 토대로 하여 계산되도록 부가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유닛 전송기에서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통신 분야에서, 회선-교환 접속 및 데이터 유닛 교환 접속 사이는 구별된다. 데이터 유닛 교환 접속에서, 전송

될 데이터의 양은 데이터 유닛으로 분할되며, 이러한 데이터 유닛은 통신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송신된다. 데이터

유닛이 여러 프로토콜에서 패킷, 프레임 등과 같은 여러 명칭으로 수신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여기서 용어 "데이터

유닛"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서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데이터를 신뢰 가능하게 전송하기 위하여, 많은 프로토콜은 데이터 유닛 재전송 특성을 제공한다. 특히, 데이터 유닛 재전

송은 통신시 수신기에 의해 데이터 유닛이 정확하게 수신되었다는 것이 수신기가 송신기로 다시 전송하는 적절한 확인 메

시지에 의해 확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확인이 송신기에 의해 수신되면, 송신기는 부가적인 데이터 유닛을 적절하

게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확인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거나 비-확인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에 의해 정확하게 수신되

지 않은 데이터 유닛이 재전송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데이터 유닛 재전송 특성은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수반한다. 이 특성은 통신 시 송신기가 확인 메시지에 대

해 소정의 시간 기간, 즉 재전송 타임-아웃 기간 동안만 대기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확인을 수신하지 않고 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 유닛이 자동적으로 재전송된다. 이 특성은 데이터 유닛이 손실된 경우, 손실된 데이터

유닛이 상술된 타임-아웃 기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재전송되도록 한다.

재전송 및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의 일례는 소위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이며, 이것은 널리 공지된

TCP/IP 프로토콜 쌍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타임-아웃 기간은 소위 왕복 시간(RTT), 즉, 데이터 유닛의 송신

및 상기 데이터 유닛에 대한 확인의 수신 간의 경과한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즉, 접속이 "거리가 먼" 경우(즉, RTT가 긴 경우), 타임-아웃 기간은 거리가 가까운 접속(즉, RTT가 짧음)의 경우보다 길

게 설정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분명하게 타임-아웃 기간은 필요한만큼 길고 가능한한 짧게 설정되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

는 타임-아웃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면은 전송시 불필요한 지연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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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RTT 값이 데이터 유닛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 조건, 지연된 확인 메커니즘 등등과 같은 다수의 요인으

로 인하여 짧은 기간의 시간에 걸쳐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왕복 시간에 대해 완만한 추정

치(smoothed estimator)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TCP/IP Illustrated, Volume 1" The Protocols"

by W. Richard Stevens, Section 21.3, Addison Wesley 1994 내에 설명되어 있다. RTT 추정치를 결정하는 제 1 방법은

다음의 식

( )을 사용하며,

여기서 SRTT는 완만한 추정치를 나타내고, RTT는 순간적으로 측정된 왕복 시간값을 나타내며, 는 권장값이 0.9인 가

중 팩터 또는 완만하게 하는 팩터이다. 완만한 추정치(SRTT)는 RTT가 새롭게 측정되는 시간마다 갱신된다. 값(0.9)은 각

각의 새로운 추정값의 90%는 사전 추정에서 비롯되며, 10%는 새로운 측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RFC 793(RFC

= Request for Comments)은 소위 재전송 타임-아웃 값(RTO)을 로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여기

서 RTO는 상술된 타임-아웃 기간에 대해 TCP와 관련하여 사용된 특정 용어이며, 는 권장값이 2인 부가적인 가중 팩터

이며, 이것은 또한 지연 가변 팩터라고 일컬어진다.

RTO를 계산하는 것에 대한 상술된 방법은 RTT의 광범위한 변동에 부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에서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재전송이 초래된다. 그러므로, 평균값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를 찾

아내고자 하는 개선책이 제안된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제곱 및 제곱근을

계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Stevens에 의한 상술된 책 내에 상술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음의 식을 유도하며,

여기서, RTT는 다시 측정된 왕복 시간값을 나타내고, SRTT는 완만한 왕복 시간 추정치를 나타내며, RTTVAR은 평균 편

차에 대한 추정치이고, RTO는 재전송 타임-아웃값이며, g는 제 1 가중 팩터이고, h는 제 2 가중 팩터이다. 이러한 가중 팩

터(g 및 h)는 또한 이득이라고 일컬어지며, g의 값은 0.125로 설정되는 반면, h의 값은 0.25로 설정된다.

식(4 내지 7)의 상술된 방법은 10 년에 걸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데이터 유닛 전송기를 위한 개선된 데이터 전

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 예를 들어, RTO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보다 유연하고 보다 적응형으로 결정하도록 함으

로써 해결된다.

청구항 1 및 33에 서술된 제 1 양상에 따라서, 평균 편차값(예를 들어, 상기 RTTVAR)은 측정된 왕복 시간값이 저장된 완

만한 왕복 시간값(상기 SRTT)을 토대로 하여 결정된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가 측정된 왕복 시간값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와 상기 평균 편차값에 대한 측정된 왕복 시간값(예를 들어, 상기 RTT)의 기여도(contribution)가 상이하도록 계산된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이 임계값은 완만한 왕복 시간값과 동일하다. 즉, 상기 예의 식((4) 내지 (7))에 대하여, 이 바람

직한 실시예는 RTTVAR이 △의 음 및 양의 값에 대해 상이하게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으로, 측정된 왕복 시

간의 값을 감소시키는 것이 재전송 타임-아웃 파라미터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의 서술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식(6)이 △의 절대값을 포함하다는 사실은 RTT의 값을 감소시키는 것(RTT<SRTT)이

RTT 값을 증가시키는 것과(RTT>SRTT) RTTVAR의 값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팩터(4ㆍ

RTTVAR)가 상기 식(7)에서 SRTT의 팩터를 가중하지 않는 경우, RTT 값을 감소시키는 것은 RTO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자가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은 청구항 1의 상술된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피해

질 수 있다.

청구항 11 및 34에 기술된 본 발명의 제 2 양상에 따라서, 가중 팩터(예를 들어, g, h 및 식(7)에서 RTTVAR 앞의 특정 팩

터(4))는 시간에 걸쳐 가변으로 된다. 이 특성으로 인해, 통신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내의 변화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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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파라미터(예를 들어, 상기 RTO)의 결정이 훨씬 더 유연해진다. 이 제 2 양상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가중값은 "

비행중인(in flight)" 데이터 유닛의 수, 즉, 송신되었지만 시간 내에 임의의 지점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수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라고 또한 일컬어짐)에 따르게 된다.

청구항 17 및 35에 기술된 본 발명의 제 3 양상에 따라서, 타임-아웃 파라미터(예를 들어, RTO)는 자신이 소정의 송신기

및 수신기 사이의 통신에서 발생되는 의사 타임-아웃의 수를 나타내는 값을 토대로 하여 계산되도록 결정된다. 의사 타임

-아웃은 데이터 유닛의 실제 손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링크 상의 과도한 지연에 기인한 타임-아웃이다. 이것의 장점은 의

사 타임-아웃의 내포적 의미(impliation), 즉 타임-아웃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보다 보수적인(conservative)(즉, 보다

긴) 타임-아웃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상술된 양상은 임의의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합은 또한 아이펠 재전송 타이머(Eifel

retransmission timer)라고 일컬어진다. 본 발명의 유용한 실시예는 종속항에 기술되어 있다.

실시예

이하에서는 TCP에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서술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예이며, 본 발명은 재전송 및

재전송 타임-아웃을 제공하는 임의의 전송 프로토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라서, 평균 편차값(RTTVAR)이 갱신될때,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저장된 완만한 왕복 시간

값(SRTT)(구)을 토대로 하여 결정된 소정 임계값(TH)보다 작은 경우가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소정 임계값(TH)보

다 큰 경우와 갱신된 평균 편차 값(RTTVAR)에 대한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의 기여도 상이하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서, 임계값(TH)은 저장된 SRTT의 값과 동일하며 상기 식(6)에 제시된 바와 같은 파라미터

(RTTVAR)의 계산 또는 갱신은 변경되어 이 된다.

값(△ = 0)은 식(8.1)의 위 또는 아래의 식중 하나로 할당될 수 있지만, RTT가 일정한 경우, RTTVAR이 시간에 걸쳐 쇠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식으로 할당되는 것임 바람직하다.

제시된 바와 같이, RTT의 음의 변화, 즉 RTT가 SRTT보다 작을때는 필터링되어 소거된다. 이 방식으로, 식(6)에서 △의

절대값을 취하는 것으로 인한 유용하지 않은 영향이 제거된다. 이것은 도 1의 다음의 상세한 서술과 관련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도 1은 시간에 걸쳐 재전송 타임-아웃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도시한 것이다. 파라미터는 TCP 정상 상태에서 측정된다. 즉,

소정 송신기 및 수신기는 모두 링크로 접속되어 있다. 단계로 변화하는 도면의 최하부의 그래프는 측정된 왕복 시간값

(RTT)을 도시한 것이다. RTO(pa)에 대한 심벌은 종래 기술의 식(4 및 7)으로 계산된 바와 같은 재전송 타임-아웃 파라미

터를 나타낸다. 값(Rexmt(pa))은 통상적으로 실행된 바와 같은 재전송 타이머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될 것

이다.

이론적으로, 재전송 타임-아웃값(RTO) 및 재전송 타이머(Rexmt)는 동일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본 발명자가 인식하고 있

는 바와 같이, TCP의 종래 기술을 실행하면 실제로 에러가 포함되는데, 이 에러는 RTO 및 Rexmt간의 차를 초래한다. 이

에러는 실제 재전송 타이머가 항상 가장 오래된 미해결 (즉,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에 대하여 시작된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 그러나, 누적되거나 지연된 확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유닛이 곧 가장 오래된 미해결 데이터 유닛이 될

것이라는 것이 특정 데이터를 송신하는 시간에 통상적으로 공지되지 않을 것이다. 상기 특정 데이터 유닛까지의 모든 데이

터 유닛에 대한 확인이 수신된 이후에만, 이 특정 데이터 유닛이 가장 오래된 미해결 데이터 유닛이라는 것이 공지된다.

TCP를 모두 실제적으로 실행하면은 항상 상기 특정 데이터 유닛까지의 모든 데이터 유닛에 대한 확인을 수신했을때만 재

전송 타이머가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유닛의 송신 및 상기 데이터 유닛까지의 모든 데이터 유닛에 대한 확인 메시

지의 수신 사이의 지연( δ)이 항상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재전송 타이머(Rexmt)는 재전송 타임-아웃값(RTO)보다 크게 되

는데, 즉, Rexmt = RTO + δ이 된다.

이로 인한 결과는 재전송 타임-아웃이 항상 너무 보수적, 즉 너무 길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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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로 되돌아가면, RTO(pa) 및 Rexmt(pa) 사이의 차이는 분명하다. 더구나, 도면은 또한 식(8.1)에서 상술된 본 발명에

따라서 계산된 RTO의 값을 도시한 것이다.

두꺼운 화살표(A 및 B)로 도시된 바와 같이,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이 급격하게 감소할 때, 이로 인해 RTO(pa)가 급격

하게 상승하게 된다. 이것은 재전송 타임-아웃값이 왕복 시간을 따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도

시된 바와 같이, 이것은 상기 식(8.1)에 따라서 계산된 평균 편차값(RTTVAR)을 토대로 하여 계산되는 본 발명에 따른

RTO의 값에 의해 분명하게 달성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서 결정된 RTO의 값은 RTT를 따르며, RTT에 근

접하고 이 위에 위치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도 2는 도 1의 확대된 부분을 도시한 것이며, 여기서 RTT, RTO(pa) 및 RTO만이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

명에 따라서 계산된 바와 같은 RTO의 값은 종래 기술에 따라서 계산된 RTO(pa)보다 안정된 그래프를 갖는다.

상기 식(8.1)에서, RTT가 평균 편차(RTTVAR)에 대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임계값(TH)은 저장

된 완만한 왕복 시간값(SRTT)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령, TH(SRTT)

=SRTT+const 또는 TH(SRTT) =SRTT-const과 같이, 임계값(TH)이 일반적으로 SRTT에 근거하여 결정된 임의의 적

절한 값일 수 있기 때문이며, 여기서 const는 임의의 적절한 상수값, 즉, SRTT의 저장된 값보다 다소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임계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TH는 SRTT의 임의의 적절한 함수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식은 식(8.2)으로 일반화된다:

다시, RTT=TH(SRTT)는 위의 식으로 할당된다.

상기 식(8.1 및 8.2)에서, RTTVAR의 계산하기 위해 각각 두 개의 식이 제공된다. 그러나, 측정된 RTT의 값과 저장된

SRTT값 뿐만 아니라, RTTVAR의 저장된 값에 따라서, 다수의 식이 이와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다. 즉, 식(8.1)의 바람직

한 변형은 다음 식(8.3)으로 제공되며, 여기서 간소화 및 명료화를 위하여 의사 코드로 기록된다.

IF △ ≥0 THEN

IF △-RTTVAR < 0 THEN

RVVVAR ←RTTVAR + h2 ㆍ (△ - RTTVAR)

ELSE

RTTVAR ←RTTVAR + h ㆍ (△ - RTTVAR)

ELSE

RRRVAR ←RTTVAR (8.3)

즉, RTT가 임계값 위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이 경우에, TH=SRTT; 즉, △ = 0), 두 가지 하위-경우(sub-case)가 고려된

다. h가 0 및 1 사이의 값이거나 이 범위에 국한된 함수인 경우(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상기 식(8.3)의 효과는 "충격 흡

수자(shock absorber)" 특성의 형태인데, 즉, RTT의 증가에 응답하는 RTO의 증가 (RTO는 부가적으로 설명된 바와 같이

임의의 적절한 방식으로 계산됨)는 RTT의 감소에 응답하는 RTO의 감소보다 빠르다.

최종적으로, 식(8.1)에 대한 경우에서와 같이, 식(8.3)은 TH=SRTT(△ = 0) 이외의 임계값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IF RTT ≥TH(SRTT)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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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RTTVAR < 0 THEN

RVVVAR ←RTTVAR + h2 ㆍ (△ - RTTVAR)

ELSE

RTTVAR ←RTTVAR + h ㆍ (△ - RTTVAR)

ELSE

RRRVAR ←RTTVAR (8.4)

상기 식(8.1 내지 8.4)에서, 가중 파라미터(h)는 상수(h=const) 또는 가변 값으로 선택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것은

시간에 걸쳐 가변으로 선택된다(h=h(t)). 더 바람직하게는, 이것은 소정 시간에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N)와 관련되도록

선택된다. 순간적인 값 (h(t))은 예를 들어, 1/N(t)로서 선택될 수 있는데, 여기서 N(t)는 전송되었지만 시점(t)까지 확인되

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타낸다.

h와 N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을지라도, ("노이지(noisy)" RTT 값의 완만한 평균값인 SRTT와 유사한) N의 이동 평

균 또는 완만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N)의 이동 평균값(SN)이 사용될 수 있고, 이

것은 예를 들어, SN ←SN + mㆍN 으로서 결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 m은 적절한 가중 팩터이다.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타내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다른 것으로서, 가중치(h)는 소위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

(ssthresh)과 관련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ssthresh가 실제로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에 대한 완만한 평균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Stevens에 의한 상술된 책의 21.6장을 참조하라.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ssthresh)은 통상적으로 정체 회피(congestion avoidance)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정체 회피는 윈

도우에 근거한 흐름 제어와 함께 사용되며, 두 가지 주요 파라미터 즉,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 및 소위 정체 윈도우 (cwnd)

를 갖는다. 정체 회피 루틴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방식으로 동작한다:

- 송신 윈도우는 수신기가 통보받는 윈도우(receiver's advertised window) 및 정체 윈도우의 최소값보다 결코 크지 않

다.

- (예를 들어, 이중 확인의 수신 또는 타임-아웃에 의해 나타난) 정체가 발생할 때, 순간적인 송신 윈도우 크기의 1/2(또는

어떤 다른 적절한 부분)이 ssthresh로서 저장되며, 타임-아웃의 경우에, 정체 윈도우는 1 세그먼트로 리셋된다.

- 새로운 데이터가 확인될 때, cwnd는 cwnd 및 ssthresh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증가된다. 즉, cwnd가 ssthresh보다 작거

나 이와 동일한 경우, cwnd는 확인이 수신되는 시간마다 한 세그먼트씩 증가되며(이 루틴이 슬로우 스타트라고 일컬어짐)

, cwnd가 ssthresh보다 큰 경우, cwnd는 확인이 수신되는 시간마다 1/cwnd씩 증가된다(이것이 실제의 정체 회피임).

슬로우 스타트는 윈도우 크기를 지수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정체 회피는 단지 이를 선형으로 증가시킨다.

h의 결정으로 되돌아가면, 일반적으로 가중치(h)는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타내는 값의 함수, 즉, N, SN 또는

sstresh의 함수로서 선택된다. 이것들은 단지 예이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타내는 임의

의 값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결정 루틴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TCP 실행에

서 이미 이용 가능한 ssthresh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가중치(h)는 ssthresh 함수의 역으로, 즉, h=1/(ssthresh+1)로 선택된다.

sstresh가 바이트로 규정될지라도, sstresh의 값은 본 출원에서 세그먼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데, 즉, ssthresh = 1은

sstresh의 크기가 일 세그먼트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ssthresh = 2는 sstresh는 이 세그먼트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stresh의 크기는 최대 세그먼트 크기(MSS)와 관련하여 측정되며, 이 크기는 초기 접속 단계 동안 설정되거나

결정되는 파라미터이다. 대안적으로, 1024 바이트와 같은 임의의 고정된 값은 세그먼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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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과 더불어 상기 식(8.1 내지 8.4)은 RTO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식(4, 5 및 7)과 조합될 수 있다. 그

러나, 바람직하게는, 식(8.1 내지 8.4)은 다음의 식(9 및 10)과 조합되며:

,

여기서 g(t) 및 w(t)는 시변 가중치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세 가지 가중치(g(t), h(t) 및 w(t))는 h=g 및

w=1/g와 같이 서로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g 및/또는 w는 가중치(h)와 관련하여 상술된 바와 같이,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N)와 관련된 것으로 선택되

는데, 즉, g 및/또는 w도 또한 N, SN 및 ssthresh와 같은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N)를 나타내는 값의 함수로서 선택될

수 있다.

더 바람직하게는, 상기 두 가지 특성이 조합되는데, 즉, 모든 세 개의 가중치(g, h 및 w)는 특정한 방식으로 N, 즉, F의 적

절하게 선택 가능한 함수와 관련되는 것으로 선택된다(여기서, F는 N, SN, sstresh 또는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타

내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값이다): g = 1/F ; h = 1/F ; w = F

일례로서, F(N)은 g = 1/(N+1) ; h = 1/(N+1) ; w = N+1이 되도록 F(N)=N+1로서 선택될 수 있다.

이와 동등하게, g = 1/F(ssthresh) ; h = 1/F(ssthresh) ; w = F(ssthresh), 가령, g = 1/(ssthresh+1) ; h = 1/

(ssthresh+1) ; w = ssthresh+1이 되도록 완만한 평균(SN) 및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ssthresh)을 토대로 하여 근거하여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상기 조합은 또한 가중치(g, h 및 w)중 단지 하나만 시변이도록 되거나, 이러한 세 가지 가중치중 두 가지가 시변

이고, 나머지는 각각 항상 일정하게 될 수 있다.

상기 방식으로 가중치를 선택하는 실제적인 효과는 도 3에서 알 수 있고, 이 도면은 측정된 왕복 시간값(RTT), 종래 기술

의 계산된 재전송 타임-아웃값 (RTO)(pa), 종래 기술의 재전송 타이머(pa) 및 g = 1/(ssthresh+1), h = 1/(ssthresh+1)

와 w = ssthresh+1을 사용하여 상기 식(8, 9 및 10)에 따라서 계산된 재전송 타임-아웃값(RTO)을 다시 도시한 것이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가중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문제는 재전송 타임-아웃값(RTO)(pa)이 왕복 시간값 (RTT)을

아주 근접하게 따르도록 하여 실제로 완화하거나 평균화하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흐름 제어 절차가 불

안정해진다. 한편, 본 발명의 RTO를 나타내는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재전송 타임-아웃값은 RTT

를 따르지만 RTT 위에 존재한다. 즉, 시변 가중 팩터(g, h 및 w)를 사용함으로써, RTT의 값이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아

야 하는 의사 타임-아웃을 초래할 수 있는 값(RTO)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가 식(8.1 내지 8.4)와 관련하여 서술되었을지라도, 예를 들어, 종래 기술의 식(6)에서 h = 1/(N(t)+1) 또는 h

= 1/(ssthresh+1)과 같은 시변 가중 팩터(h(t))를 또한 도입할 수 있다. 당연히, 시변 가중치(w(t))를 사용하는 식(10)을

고정된 가중치(g, h)를 사용하는 식(5 및 6)과 결합하거나 시변 가중치(g(t))를 사용하는 식(9)을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

는 식(5 및 7)과 결합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제 2 양상은 상기 세 가지 가중치중 하나 이상을 시

간 종속 파라미터로서, 미해결 또는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유닛의 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선택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에 따라서, 재전송 타임-아웃값(RTO)의 결정이 변경되어

이 되며,

여기서, φ(SPTO)는 의사 타임-아웃의 수(SPTO)와 관련된 함수를 나타낸다. 의사 타임-아웃은 데이터 유닛의 손실에 의

해서가 아니라, 송신기 및 수신기 간의 링크에 따른 과도한 지연에 기인하는 타임-아웃인데, 즉, 송신기가 충분히 길게 기

다리기만 했더라면, 확인이 수신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RTO가 길었었더라면,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례로서, 식(11) 내의 함수( )는 로서 선택될 수 있고,

여기서 n(SPTO)는 소정의 간격 동안, 의사 타임-아웃에 기인한 의사 데이터 유닛 재전송의 수를 나타내고, n은 상기 소정

의 간격 동안, 데이터 유닛 전송의 전체 수를 나타내며, f는 승산 파라미터이다. f는 임의의 적절한 값을 갖는 것으로 선택

될 수 있지만, 50 이상의 값이 특히 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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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정의 시간 간격은 임의의 바람직한 방식, 즉, 예를 들어, 2 분으로 규정되는 최대 세그먼트 수명(MSL)과 같은 고정된

값 또는 상기 통신의 시작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순간적인 통신에 대한 전체 통신 시간과 같은 순간적인 통신에 따른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하나의 의사 타임-아웃이 하나 이상의 의사 재전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가령, 100 개의 데이터 유닛

이 송신되고 두 개의 의사 타임-아웃이 존재하며, 이들중 첫 번째는 하나의 재전송을 초래하며 이들중 두 번째는 두 개의

재전송을 초래하는 경우, SR은 값이 3/100이라고 추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φ(SPTO)는 다음의 식에서 규정된 완만한 값(SR)으로 선택되며(의사 코드가 간소화하기 위하

여 다시 선택됨):

IF "의사 타임-아웃" THEN

SR ←MIN{NC, SR + 0.5 ㆍ (1 - SR)

ELSE

SR ←SR ㆍ(1 - (K/M)) (13)

여기서, MIN{x,y}는 x 및 y의 최소값과 동일하고, NC는 0보다 큰 전체 수, 즉 N=1, 2, 3, ....이며, K는 의 범위를

갖는 비율값이며, M은 한 사이클에서 송신된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한 사이클은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

이, RTT의 한 세트의 상승 단계에 대응하는 시간 기간이며, 이것은 예를 들어, 도 1에서 대략 69s 및 92s 사이의 상승 단

계, 또는 도 3에서 3.9s 및 7.15 사이 또는 7.15 및 10.6 사이의 상승 단계를 참조하라. 바람직하게는, 이것은 이 수의 완만

한 평균을 다시 사용하거나, 이것은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sstresh)을 토대로 하여 및

로서 M을 결정하며 는 임의의 함수를 나타낸다. NC는 1 또는 2로서 선택되며, K는 0.01 및 0.1

사이, 특히 대략 0.05에 놓인다.

즉, 확인이 수신되는 간마다, 이 확인이 의사 타임-아웃을 나타내는지가 결정되며, 이 경우에, 완만한 평균(SR)이 제 1 식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갱신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SR은 제 2 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갱신된다.

식(11)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팩터( )와의 승산은 의사 타임-아웃이 어떤 시간 동안 발생되지 않을때,

RTO (예측자)가 점차적으로 보다 양호하게(optimistic) 되도록 하며, 그 반대로, 의사 타임-아웃이 발생한 이후에, RTO가

보다 보수적으로 되도록 한다.

의사 타임 아웃의 결정은 가령, 본원에 참조되어 있는 계류중인 유럽 특허 출원 제99100274.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임의

의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특히, 의사 타임-아웃은 소정의 데이터 유닛이 타임-아웃에 기인하여 재전송된 이후에, 수신된 확인이 재전송된 데이터

유닛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아웃을 발생시킨 데이터 유닛에 응답한다는 것을 결정함으로써 식별된다.

의사 타임-아웃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송신기가 송신 및 수신 피어 (peer) 사이의 접속과 관련된 왕복 시간(RTT)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이것이 어쨌든 통상적으로 행해짐), 특히 송신기가 고려중인 시점까지의 통신(세션이라고

일컬어짐) 동안 발견된 가장 짧은 RTT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재전송된 데이터 유닛에 대한 확인

데이터 유닛이 상기 가장 짧은 RTT의 소정 부분(fraction)보다 작은 시간 기간 내에서 수신된 경우, 송신기는 이 확인이

재전송이 아니라 원 전송에 속한다고 결정한다. 이 부분은 고정값으로 설정되거나 적응형 파라미터일 수 있다. 당연히, 상

기 부분과 승산된 비교값이 반드시 가장 짧게 측정된 RTT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송신기는 상술된 SRTT와 같은 평균

RTT값을 유지할 수 있고, 이 평균값이 의사 타임-아웃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부분과

승산될 비교값은 일반적으로 접속 동안(즉, 세션 동안) 측정된 하나 이상의 RTT값의 함수이다.

의사 타임-아웃을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송신기가 자신이 송신하는 데이터 유닛에 마크를 부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여

기서 상기 마크는 원 전송 및 재전송을 구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나서, 수신기는 이에 따라서 확인 데이

터 유닛을 마킹하여 송신기가 확인이 원 전송에 관한 것인지 재전송에 관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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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러한 마킹은 임의의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가령, 이론적으로 데이터 유닛 내에 단일 비트를 간단하게 지

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0의 값은 원 전송을 나타내며 1의 값은 재전송을 나타내거나, 역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

로, 비트스트링은 어떤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토콜과 관

련하여, 타임스탬프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TCP에 대한 이 옵션은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이것은 W. R.

Stevens에 의해 상술된 책을 참조하라. 즉, 송신된 데이터 유닛 내에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타임 스

템프는 데이터 유닛이 송신된 때를 나타낸다. 그리고 나서, 수신기는 확인 메시지 내에 동일한 타임스탬프를 간단하게 포

함하여 송신기가 확인이 관련된 데이터 유닛을 특정한 방식으로 식별하도록 한다.

식(11)로 되돌아가면, 팩터( )는 RTO (예측자)의 보수성 (conservativeness)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한 평균이

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의사 타임-아웃이 보다 많이 발생하면 RTO가 보다 보수적으로 되며, 역도 또한 마찬가지이

다.

식(11)에 제시된 파라미터(w)는 사전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고정값 또는 시변값일 수 있고, 미해결 데이터 유닛의 수를 나

타내는 적절한 파라미터를 따르는 상술된 함수(F)(예를 들어, F = ssthresh + 1)와 동일하다. 식(11)과 관련하여 상술된

실시예는 임의의 바람직한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식(5, 6, 8.1 내지 8.4 또는 9)와 조합될 수 있다.

식(11)에 따라서 RTO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의 식(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대 한계값 및 최소 한계값을 설정함으로써

보완되며:

RTO ←(SRTT + wㆍRTTVAR)ㆍΦ(SPTO)

RTO = MAX{RTO , RTT + nㆍTICK}

RTO = MIN{RTO , Tconst} (16)

여기서 MAX{x,y}는 x 및 y의 최대값을 제공하며, MIN{x,y}는 x 및 y의 최소값을 제공한다. TICK는 타이머 입도(timer

granularity), 즉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의 가장 적은 양을 나타내며, n은 양의 정수이며, Tconst는 RTO가 지나치게

크게 되지 않도록 하는 시간 상한선이다. 가령, Tconst는 64 sec로 선택될 수 있다. 정수 (n)는 (16)의 제 2 식이 RTO가 항

상 RTT보다 적어도 한 틱(tick)만큼 크게 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1인 것이 바람직하다.

RTO에 대한 상한선 및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또한 상기 임의의 다른 실시예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서, 본 발명자가 현재 최상의 모드로 생각하고 있고, 상기 양상의 바람직한 조합이 되는 실시예가 서술될 것이다. 이

것은 또한 아이펠 재전송 타이머라고 일컬어진다. 특히, 이 최상의 모드는 RTO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 RTT - SRTT (17)

g = h = 1/ w = 1/(ssthresh + 1) (18)

SRTT ←SRTT + gㆍ△ (19)

IF △ ≥0 THEN

IF △ - RTTVAR < 0 THEN

RTTVAR ←RTTVAR + h2ㆍ(△ - RTTVAR)

ELSE

RTTVAR ←RTTVAR + hㆍ(△ - RTT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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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RTTVAR ←RTTVAR (20)

IF "의사 타임-아웃" THEN

SR ←MIN{NC, SR + 0.5 ㆍ (1 - SR)}

ELSE

SR ←SRㆍ(1 - (K/M)) (21)

RTO ←(SRTT + wㆍRTTVAR)ㆍΦ(SPTO)

RTO = MAX{RTO , RTT + nㆍTICK}

RTO = MIN{RTO , Tconst} (22)

상기 파라미터 및 값은 상술된 실시예에서 모두 규정되어 정의 및 바람직한 값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로 되지는 않는다.

이 연속적인 계산(17 내지 22)은 RTT의 값이 측정되는 시간마다 수행된다. 즉, RTO의 값은 RTT의 모든 측정에 대해 갱

신된다.

상기 모든 실시예에서, 다양한 계산은 왕복 시간값(RTT)의 측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측정은 TCP의 공지된 수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송신되는 매 데이터 유닛마다 행해지는데, 이것은 한번에 한 데이터 유닛을 송신할때만 행해져서 평균적으로

RTT당 단지 하나의 RTT 측정이 존재하도록 한다. 송신된 모든 데이터 유닛의 타이밍은 예를 들어, RFC 1323에서 TCP

에 대해 규정된 바와 같은 타임 스탬프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행해진다.

최초에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예를 들어, TCP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토콜과 같이 재전송 및 타임-아웃을 제공하는

임의의 데이터 유닛 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 무선 데이터 유닛 교환 통신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여기서 이용 가능한 대역폭의 변화는 중요하고, 이 변화는 차례로 RTT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예는 GPRS(일반적인 패킷 교환 무선 시스템) 및 UTMS(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이다.

본 발명이 구체적인 실시예로 기술되었을지라도, 이것들은 단지 당업자에게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 규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하여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서술로부터 보다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

다.

도 1은 TCP 정상 상태에 대한 시간 동안 재전송 타임-아웃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파라미터를 도시한 그래프.

도 2는 도 1의 그래프의 확대된 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시간에 걸쳐 재전송 타임-아웃 파라미터의 다른 그래프를 도시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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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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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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