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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비동기전송모드(ATM) 망에서 전송제어프로토콜(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원관리
자(RM) 셀 내의 익스플리시트 레이트(Explicit Rate : ER) 값을 이용하여 TCP 혼잡 윈도우 크기 (congestion win
dow size)를 결정하므로써, 상기 ER 값에 맞추어 전송된 셀들은 스위치 알고리즘에 의해 드롭되거나 트래깅될 확률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재전송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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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ABR 서비스 상의 TC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략적인 망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TCP에서의 윈도우 사이즈 제어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ATM 스위치 12 : ATM 송신 단말장치

121 : ATM 송신 단말장치의 ATM 계층

122 : ATM 송신 단말장치의 TCP 계층

13 : ATM 수신 단말장치

131 : ATM 수신 단말장치의 ATM 계층

132 : ATM 수신 단말장치의 TCP 계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동기전송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de : 이하 ATM이라 칭한다) 망에서 전송제어프로토콜(Tra
nsmission Control Protocol : 이하 TCP라 칭한다)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가용비트레
이트(Available Bit Rate : 이하 ABR이라 칭한다) 서비스상에서 사용되는 신뢰성 있는 망 정보인 자원관리자(Resou
rce Management : RM) 셀 내의 익스플리시트 레이트(Explicit Rate : 이하 ER이라 칭한다) 값을 이용하여 TCP 혼
잡 윈도우 크기 (congestion window size)를 결정하므로써, ATM 망에서 ABR 서비스 상에서의 TCP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ABR 서비스는 ATM 망에서 데이터 응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TCP는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
망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트랜스포트 계층 프로토콜이다.

현재 TCP의 윈도우 기반 흐름제어는 수신 측에서 보내오는 긍정응답 신호(Acknowledgement : ACK)를 이용하여 패
킷의 손실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패킷의 손실이 발생해야 망의 혼잡 상태를 감지할 수 있으며, 때
로는 잘못된 패킷 손실의 예측으로 불필요한 재전송을 하기도 한다.

이때의 패킷 손실 예측 방법은 유일하게 TCP 타임아웃(timeout)에 의한 패킷의 손실 예측으로 망의 혼잡 상태를 감지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망의 혼잡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없는 바, 이는 TCP의 피드백이 단지 수신
 측 TCP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현재 TCP의 윈도우 기반 흐름제어는 수신 측에서 보내오는 긍정응답(ACK) 신호를 이용하여 패킷의 손실을 예측하여
, 윈도우 크기를 증가/감소시킨다. 이러한 단조로운 윈도우 크기의 증감은 망의 혼잡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
에 윈도우 크기가 망에서 허용 가능한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패킷 손실과 그에 따른 재전송이 이어지고, 또다시 윈도우
 크기의 증감과 재전송이 반복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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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BR 서비스 상의 TCP에서는 망의 상황에 따라 지연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재전송 타임아웃(Retransmission T
ime Out : 이하 RTO라 칭한다) 값도 커지게 되며 실제 패킷 손실이 발생한 경우, RTO 만큼 기다려야 손실을 감지하
게 되므로 전체 성능의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TCP-레노(TCP-Reno)'와 'TCP-베가(TCP-Vegas)'에서 제안된
 방식에서는 RTO 만큼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재전송에 따른 윈도우 크기의 감소와 복구는 여
전히 TCP 전송율(throughput)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ABR 서비스 상의 TCP에서 TCP가 사용 가능한 대역폭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TCP에서 사
용 가능한 대역폭까지의 빠른 복구(exponential increase 또는 fast-recovery)와 그때부터의 선형 증가(linear inc
rease)를 통한 전송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TM 망에서 ABR 서비스의 RM 셀 정보를 이용한 TCP
 혼잡 윈도우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기 방식은 TCP 혼잡 윈도우 크기 결정에 망의 혼잡 상태를 나타내는 신뢰성 있는 정보(RM 셀 내의 ER 값)를 사
용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송신측 ATM 단말장치에서 수신측 ATM 단말장치로 데이터 전송시 윈
도우 사이즈를 망의 혼잡 정보를 이용하되, 상기 망의 혼잡 정보로는 자원 관리자(RM)셀 내의 익스플리시트 레이트(
Explicit Rate) 값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ATM 송신 단말장치에서 자원관리자(RM)셀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한 자원관리자(RM)셀 내의 익스플리시트 레이트(Explicit Rate) 값을 ATM 송신 단말장치 내의 전송제어프
로토콜 계층으로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익스플리시트 레이트 값을 수신하면 계산할 혼잡 윈도우를 1로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ATM 수신 단말장치로부터 긍정응답신호가 수신되면 혼잡 윈도우를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혼잡 윈도우 값이 계산되면 윈도우 크기를 계산하여 이 크기에 따라 데이터를 ATM 수신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과
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는 ATM 계층의 RM 셀 정보를 이용하여 TCP 윈도우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ER모드 ABR(Explicit r
ate mode ABR) 스위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ABR에서 사용하는 RM 셀 내부의 ER 필드는 망의 각 노드들이 수용 가
능한 전송율 중 가장 작은 값을 저장하고 송신 측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ER 값을 TCP 계층에 전달하면 TCP에서는 패
킷의 손실 이전에 망의 상황을 알 수 있고 그에 대처하므로써 TCP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R 값의 사용은 각 ATM 가상회로(Virtual Circuit : VC)의 공평성 (fairness)과 안정성(stability)을 보장하므로 각
 TCP 연결의 공평성과 안정성 역시 보장한다.

본 발명에 의한 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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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 측 단말장치의 ATM 계층의 변형

RM 셀이 수신되면, RM 셀 내의 ER값을 TCP로 전달한다.

- 송신 측 단말장치의 TCP 계층의 변형

매 긍정응답 신호(ACK) 마다 TCP 송신 측은 다음의 관계를 설정한다.

awnd ="MIN" [credit, cwnd] --------- (1)

여기서 'awnd'는 허락된 윈도우 (allowed window)이고, 'credit'는 TCP 수신 측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고, '
cwnd'는 혼잡 윈도우 (congestion window)를 의미한다.

이때 'cwnd'의 값은 ER 값과 'cwnd' 값의 매핑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기존의 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과 다른 점
의 하나이다.

이 매핑은 TCP 송신 측이 최적의 윈도우 크기를 결정하도록 하며, 이 결정은 망의 폭주 상황을 야기 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TCP 연결에게 제공 가능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TCP 혼잡 윈도우 크기인 'cwnd' 는 다음과 같은 매핑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TCP 계층의 전송 가능한 전송율을 다음
과 같이 구한다.

TCP 전송율 ="last_ER" *     *    *                    (2)

    
여기서 'TCP_MSS'는 TCP 계층의 최대 조각 크기 (maximum segment size)이며, ABR에서 한 연결이 사용 가능한
 대역폭인 상기 'last_ER' 값에 ATM 셀, RM 셀, TCP,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 IP), ATM 적응계층5(
ATM Adaptation Layer 5 : AAL5), 인터넷권고안 1577(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Request For Comm
ents 1577 : RFC 1577)의 오버헤드(overhead)들을 위 식과 같이 제거하면 실제로 TCP 계층에서 전송 가능한 전송
율이 구해진다.
    

cwnd ="TCP" 전송율 * estimated_RTT * safety_factor (3)

여기서 'estimated RTT'는 패킷이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추정값(estimated Round Trip Time)이며, 'safety f
actor'는 망의 상황과 RTT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이다.

구해진 값에 적절한 안전계수(safety_factor(s< 1))를 곱하여 사용하므로써 망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부정확한 RTT
의 영향을 보상하여 TCP 레벨의 전송율을 조절한다. 재전송 메카니즘은 기존 TCP의 재전송 메카니즘을 그대로 이용한
다.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ABR 서비스 상의 TCP 서비스의 구성도로, TCP 계층에서의 피드백 제어 루프와 ATM 계
층에서의 피드백 제어 루프를 표시하고 있다. ATM 송신 단말장치(12)의 ATM 계층(121)은 망을 통해 되돌아오는 R
M 셀을 연속적으로 수신하게 된다. RM 셀의 ER 값은 그대로 ATM 송신 단말장치(12)의 TCP 계층(122)으로 전달되
고, 이를 전달받은 ATM 송신 단말장치(12)의 TCP 계층(122)은 ER 값으로부터 결정된 혼잡 윈도우 크기(cwnd)와
 TCP 계층에서의 피드백 제어 루프의 정보인 'credit'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허락된 윈도우 크기(awnd)를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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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미 설명된 '11'은 ATM 스위치이며, '131'는 ATM 수신 단말장치(13)의 ATM 계층(131)이고, '132'는 ATM
 수신 단말장치(13)의 TCP 계층(132)이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TCP에서의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로, ATM 송신 단말장치(12)의 ATM
 계층(121)과 TCP 계층(122) 간의 정보 전달 및 허락된 윈도우 크기(awnd)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ATM 송신 단말장치(12)의 ATM 계층(121)은 ATM 계층에서의 ABR 피드백 제어 루프의 RM 셀을 수신하게
 되면 이 값을 'last_ER'값으로 치환한 후, TCP 계층(122)으로 전달한다(S1).

상기 'last_ER' 값을 수신한 ATM 송신 단말장치(12)의 TCP 계층(122)은 허락된 윈도우 크기(awnd)를 계산하기 시
작하는 바, 송신 단말장치(12)의 TCP 계층(122)은 초기화 과정에서 'cwnd'를 1로 설정한다(S2). 허락된 윈도우 크
기(awnd)의 결정은 매 긍정응답 신호(ACK)를 수신하는 시점에서 구동되며(S3), 상기 식 (2)와 (3)을 통해 'cwnd'
 값을 구한다(S4).

또한 식 (1)과 같이 허락된 윈도우 크기(awnd)를 구하여 그 시점에서 전송 가능한 양을 수신측으로 전송한다(S5).

허락된 윈도우 크기를 구한 후, 기존의 TCP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때 허락된 윈도우 크기(awnd)는 현재 시
점에서 스라이딩 윈도우의 우측 가장자리를 나타내며, 전송 가능한 양은 'awnd' 값과 마지막으로 보냈던 데이터의 양 
(즉, 이미 전송된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의 양)의 차이가 된다. 물론 이 값이 양(positive value)일 경우에 만 전송
이 가능하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TCP 성능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TCP의 성능 파라
미터로 전송율(throughput)(Mbps)과 재전송 비율 ()을 구한다. 상기 전송율(Throughput)은 전송된 양을 전송된 시
간으로 나누어 구했고, 재전송 비율은 전체 전송된 패킷의 수로 재전송된 패킷의 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시뮬레이션은 ABR 서비스 상에서 동작하는 5명의 파일전송프로토콜(File Transfer Protocol : FTP) 사용자와 n명의
 온-오프(on-off) 고정비트율(Constant Bit Rate : CBR) 사용자가 150Mbps의 링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행했으며, 각 링크의 길이(l1 , l2 , l3 )는 근거리통신망(LAN) 및 광대역망(WAN) 환경을 가정하기 위하여 각각 1Km
, 100Km, 1Km 와 0.1Km, 1Km, 0.1Km의 길이에 대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본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링크 용량 ="150" Mbps

링크 버퍼 ="1,000" 셀(cells) (on-off CBR 사용자용), 2,500 셀(cells) (FTP 사용자용)

온-오프 CBR 소스 온 타임(on time) ="84ms," 오프 타임(off time) ="84" ms

TCP 최대세그먼트크기(Maximum Segment Size : MSS) ="9,140" bytes

TCP 타이머 세분성(timer granularity) ="50" ms

TCP 최대 윈도우 크기 ="20" 세그먼트(segments) ="182,800" bytes

사용자 버퍼 크기 ="1,000,000" 셀(cells)

ABR Nrm(포워드 RM셀들 사이의 셀 수 : Number of cells between Forward RM cell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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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셀율(Peak Cell Rate : PCR) ="150" Mbps

최소셀율(Minimum Cell Rate : MCR) ="0.1" Mbps

초기셀율(Initial Cell Rate : ICR) ="5" Mbps

레이트증가비율(Rate Increase Factor : RIF) ="1

레이트감소비율(Rate Decrease Factor : RDF) ="1

트랜지언트 버퍼 익스포져(Transient Buffer Exposure : TBE) ="512" cells

백그라운드(Background) 트래픽은 고정된 대역폭을 TCP만 이용하는 경우에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망의 버스티니스가 큰 경우와 적은 경우를 위하여 각각 1명의 100Mbps 온-오프 C
BR 사용자와 10명의 10Mbps 사용자를 가정한다. 5명의 10Mbps 사용자는 보다 망 자원의 여유가 많이 있는 경우에
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동작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한다.

각각의 망 상황에서 안전계수(safety_factor)(s)를 변화시켜가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광대역망 시뮬레이션 결과

백그라운드 트래픽 수행 파라미터 변경 전 변경 후
s="0.2 s="0.3 s="0.4 s="0.5 s="0.6 s="0.7

0Mbps 처리능력 92.6 126.0 126.0 128.8 128.8 129.2 121.8
재전송 비율 14.4 2.1 2.1 0.8 0.5 0.5 3.7

100Mbps*1 처리능력 67.4 82.3 82.7 83.3 81.6 78.7 75.5
재전송 비율 9.7 4.5 1.0 2.2 3.4 6.2 7.3

10Mbps*10 처리능력 65.6 85.5 86.0 83.9 82.0 77.5 74.1
재전송 비율 10.9 1.7 1.0 2.2 3.4 6.2 8.4

10Mbps*5 처리능력 75.6 105.9 107.0 107.6 105.8 100.5 94.4
재전송 비율 15.0 1.8 1.3 0.8 1.7 4.4 7.4

표 2. 근거리전송망 시뮬레이션 결과

백그라운드 트래픽 수행 파라미터 변경전 변경 후
s="0.2 s="0.3 s="0.4 s="0.5 s="0.6 s="0.7 s="0.8

0Mbps 처리능력 94.2 91.4 98.2 104.1 114.3 122.4 121.8 115.9
재전송 비율 14.0 14.2 12.8 11.2 7.1 3.7 3.8 6.3

100Mbps*1 처리능력 67.4 67.3 70.0 72.6 75.1 76.6 74.9 73.2
재전송 비율 10.3 11.1 11.2 10.4 8.9 7.5 8.0 8.9

10Mbps*10 처리능력 65.8 65.8 70.5 74.9 79.4 78.6 75.6 73.5
재전송 비율 10.6 12.2 11.0 8.3 5.3 5.7 7.7 9.1

10Mbps*5 처리능력 76.6 78.3 82.2 89.2 98.3 101.4 96.8 92.8
재전송 비율 14.8 13.5 12.9 10.3 5.8 4.0 6.3 8.4

위 모든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경우에서 제안된 방식을 이용하여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존 TC
P의 윈도우 크기는 망의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정보의 손실과 그에 따르는 재전송 및 윈도우 크
기의 증가를 반복하고 있나, 변경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에는 망의 상황에 따라 윈도우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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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의 성능은 안전계수가 0.5 부근일 때 근거리통신망 및 광대역망 환경 모두에서 전송율의 현저한 향상과 재전송 비
율의 감소를 가져옴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전송율의 향상 자체에도 큰 의의가 있지만, 재전송 비율을 줄이므
로써 불필요한 망 자원의 낭비를 줄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안전계수가 0.5 일 때 전송율은 각 망의 상황에 따라 최고 28.3에서 10.27까지의 증가를 보였고 재전송율도 현저
한 감소를 보였다.

본 발명에 따른 ABR 서비스 상의 TCP 서비스를 위하여 제안된 TCP 윈도우 크기 제어 알고리즘을 TCP 송신 측에 적
용하여 TCP 성능이 우수하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본 발명에 대한 기술내용은 '한국통신학회'지에 1998년 11월 14일자로 발표되었으며, 명칭은 ' RM셀 정보를 
이용한 TCP over ATM의 성능개선 ' 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해 ER 값에 맞추어 전송된 셀들은 스위치 알고리즘에 의해 드롭되거나
 트래깅될 확률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재전송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측 ATM 단말장치에서 수신측 ATM 단말장치로 데이터 전송시 윈도우 사이즈를 망의 혼잡 정보를 이용하되, 상기
 망의 혼잡 정보로는 자원 관리자(RM)셀 내의 익스플리시트 레이트(Explicit Rate) 값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ATM) 망에서 전송제어프로토콜(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익스플리시트 레이트 값은 망자원 관리 셀내에서 망의 각 노드가 수용하는 전송율의 최소값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ATM) 망에서 전송제어프로토콜(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 사이즈는 하기 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ATM) 망에서 전송제어프로토콜
(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

윈도우 사이즈 ="최소값[credit," cwnd]

( 상기 credit는 전송제어프로토콜 수신측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

cwnd는 혼잡 윈도우로, 전송제어프로토콜 전송율 * estimated_RTT * 안전계수(safety_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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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_RTT는 패킷이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추정값,

안전계수는 망의 상황과 RTT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

전송제어프로토콜 전송율은 last_ER *    *    *                    ,

last_ER은 현재 수신한 RM 셀 내의 ER 값,

TCP_MSS는 전송제어프로토콜 계층의 최대 조각 크기 임 )

청구항 4.

ATM 송신 단말장치에서 자원 관리자(RM)셀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한 자원 관리자(RM)셀 내의 익스플리시트 레이트(Explicit Rate) 값을 ATM 송신 단말장치 내의 전송제어
프로토콜 계층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익스플리시트 레이트(ER) 값을 수신하면 계산할 혼잡 윈도우를 1로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ATM 수신 단말장치로부터 긍정응답신호가 수신되면 혼잡 윈도우를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혼잡 윈도우 값이 계산되면 윈도우 크기를 계산하여 이 크기에 따라 데이터를 ATM 수신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과
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ATM) 망에서 전송제어프로토콜(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
.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혼잡 윈도우는 하기 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ATM) 망에서 전송제어프로토콜(T
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

혼잡 윈도우 ="전송제어프로토콜" 전송율 * estimated_RTT * 안전계수(safety_factor)

( 상기 estimated_RTT는 패킷이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추정값,

안전계수는 망의 상황과 RTT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 임 )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제어프로토콜 전송율은 하기 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ATM) 망에서 전송제
어프로토콜(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

전송제어프로토콜 전송율 ="last_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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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last_ER은 현재 수신한 RM 셀 내의 ER 값,

TCP_MSS는 전송제어프로토콜 계층의 최대 조각 크기 임 )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 사이즈는 하기 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ATM) 망에서 전송제어프로토콜
(TCP) 윈도우 사이즈 제어 방법.

윈도우 사이즈 ="최소값[credit," cwnd]

( 상기 credit는 전송제어프로토콜 수신측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

cwnd는 혼잡 윈도우 임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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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 10 -



등록특허 10-0296077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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