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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기기의 증가에 따라 다중 경로를 

통한 전송을 수행하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IETF 에서 표준화 된 기술인 Multipath-TCP(MPTCP)는 다중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여 TCP 호스트간 subflow 를 동시에 다중으로 구성하여 다

중 경로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MPTCP 의 subflow 제어 방

식과 현재 MPTCP 에 적용되어 있는 TCP 혼잡 제어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무선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을 다룬다. 

Keywords: MPTCP, 혼잡 제어, Congestion window, Retransmission timeout 
   

1. 개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전송계층 프로토콜인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는 종단 간 하

나의 경로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전송을 수행 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의 유무선 단말들은 복

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장착하여 다중 경로를 통한 전송이 가능해 이를 활용하는 다중 경로 

전송 프로토콜이 요구되었다. Multipath-TCP(MPTCP)는 최근 IETF 에 의해 표준화가 완료된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단말 간에 복수 네트워크 주소 활용을 통해 TCP 호스트간 subflow 를 동시에 다

중으로 구성하여 다중 경로 TCP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동시 

다중 경로 전송을 수행하거나, 기존 전송경로에 추가적인 보조 전송 경로를 더해 주 전송 경로 

상태 이상 시 보조 경로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여 전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거나 보다 

안정성 있는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MPTCP 는 TCP 를 기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CP

를 하위 지원하여 현재의 네트워크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도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 성능은 

단일 전송 경로 중 가장 전송 성능이 우수한 경로 이상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MPTCP 는 무선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이동성이 있는 무선 단말에 적용 시 다수의 문제점

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MPTCP 의 동작 구조 설명과 상용 망 적용 시의 고려사항, MPTCP 에 적

용되는 Congestion window 와 Retransmission timeout 연구들에 대한 소개, 이에 더해 무선 상황

에 MPTCP를 적용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서술한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IETF RFC 6824[1] 기반 MPTCP subflow 제어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

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TCP 의 혼잡 제어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에서 지금까지 제안된 대

표적인 MP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5 장에서는 MPTCP 를 무선 네트워크에 적용했을 때

의 장점과 이를 위한 요구조건을 서술하며 6장에서 결론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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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ultipath-TCP Subflow 제어 방식  
 
MPTCP 는 TCP 의 flow 와 같은 개념의 subflow 라는 전송 경로를 동시에 다수 사용할 수 있다. 

Subflow 는 TCP 연결을 수행한 양 호스트간 설정한 임의의 수만큼 만들 수 있으나, 현재 무선 연
결의 경우 하나의 무선 인터페이스 당 하나의 subflow를 생성 할 수 있다. 
MPTCP 는 생성된 subflow 들을 통해 동시에 전송을 수행하는 CMT(Concurrent Multipath Transfer) 
방식과 하나의 주 경로(Primary subflow)를 통해 전송을 수행하고 다른 경로는 이의 보조 경로
(Backup subflow)로 동작하는 Backup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다. MPTCP 는 기존 TCP 의 하위 지원
하므로 TCP 의 패킷 헤더 양식 아래에 MPTCP 를 위한 패킷 헤더가 추가된다. 본 장에서는 
MPTCP에서 추가적으로 정의된 MP_CAPABLE, MP_JOIN 메시지 등 subflow 제어 관련 메시지 헤
더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한 subflow 제어 방식에 대해 다룬다. 

Subtype-specific data
(variable length)

Kind Length Subtype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그림 1. MPTCP 옵션 형식 

 
MPTCP 는 TCP 를 하위 지원하므로 기존의 TCP 패킷의 헤더에 MPTCP 관련 정보들이 추가된 
구조를 갖는다. 그림 1 과 같이 TCP 옵션 필드의 Kind 에 MPTCP 를 명시하면 해당 패킷을 
MPTCP 패킷으로 인식하여 동작한다. Length 는 MPTCP 옵션의 길이를 나타내고 Subtype 은 해당 
패킷의 MPTCP 메시지 유형을 나타내는데 이 값에 따라 MPTCP 는 연결, 주소 추가, 경로 전환, 
경로 단절 등을 위한 메시지로 분류되게 되며 해당 유형에 맞는 추가적인 헤더가 붙게 된다.  
새로운 subflow 연결과 단절 관련을 위해서 MP_CAPABLE, MP_JOIN, MP_FAIL, MP_FASTCLOSE 
헤더가 사용되고, 주소 추가나 제거 시에는 ADD_ADDR, REMOVE_ADDR 헤더, 경로 전환 시에는 
MP_PRIO 헤더가 사용된다. 또한 MPTCP 를 이용한 모든 데이터와 ACK 패킷에는 순서 정보를 
포함한 Data Sequence Signal(DSS) 헤더가 추가된다. 본 장에서는 모든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DSS 
헤더와 함께 subflow 의 연결과 경로 전환에 관련된 MP_CAPABLE, MP_JOIN, MP_PRIO 메시지의 
구조와 subflow 연결 시의 메시지 흐름에 대해 설명한다. 
 MPTCP subflow 연결 시에는 MP_CAPABLE 혹은 MP_JOIN 메시지를 통해 해당 subflow 의 연결
을 알리게 되는데, 해당 subflow 가 MPTCP 의 첫 subflow 연결 일 경우 MP_CAPABLE, 추가적인 
subflow 의 연결일 경우에는 MP_JOIN 헤더를 추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아래에서는 subflow 
연결 관련 메시지들의 패킷 구조와 옵션 필드들에 대해 설명한다. 

Option Sender's Key (64 bits)

Option Receiver's Key (64 bits)
(if option Length == 20)

Kind Length Subtype Version C Sreserved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그림 2. MP_CAPABLE 메시지 형식 

 
그림 2 는 MP_CAPABLE 메시지 형식을 나타낸다. C 옵션 필드는 오류 검출을 위한 Checksum 수
행 여부를 나타내고, S 옵션 필드는 SHA1 해시 기능을 사용한 해시 기반 메시지 인증 코드
(HMAC-SHA1)사용 여부를 나타낸다. Option Sender’s Key 는 추후 추가될 Subflow 의 인증 절차를 
위해 사용되며, Option Receiver’s Key는 초기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해시 기반 인증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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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s Token (32bits)

Sender` s Random Number (32bits)

Kind Length Subtype B Address ID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그림 3. MP_JOIN 메시지 형식 

 
그림 3 은 MP_JOIN 메시지 형식을 나타낸다. B 옵션 필드는 해당 subflow 를 데이터 전송을 담당
하는 주 전송 subflow(Primary subflow)로 사용할지 보조 subflow(Backup subflow)로 사용할지를 나타
낸다. Address ID 는 당 메시지를 발신한 호스트를 나타내는데 이를 활용해 호스트간 동일 경로를 
사용하는 중복 subflow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한다. Receiver’s Token을 사용하여 MPTCP 양 호스트
간의 연결을 확인하고, Sender’s Random Number는 해시 기반 연결을 위해 사용된다. 

Data ACK (4 or 8 octets, depending on flags)

Kind Length Subtype reserved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AaMmF

Data sequence number  (4 or 8 octets, depending on flags)

Subflow sequence number (4 octets)

Data-Level Length (2 octets) Checksum (2 octets)
 

그림 4. Data Sequence Signal (DSS) 헤더 형식 
 
MPTCP 의 subflow 는 단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여러 subflow 를 통해 나눠 전송
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신 호스트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전송된 패킷들의 
재조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MPTCP 를 이용하는 모든 데이터 패킷들과 ACK 메시지에는 DSS
라는 헤더가 붙게 된다. 그림 4는 DSS 헤더의 구조를 나타낸다. 
 F 옵션 필드는 subflow 의 연결 종료 시 사용되는 Data FIN 을 나타내며 m 옵션 필드는 Data 
Sequence Number 의 크기를 8 바이트 혹은 4 바이트로 결정하는 필드이다. M 옵션 필드는 Data 
Sequence Number, Subflow Sequence Number, Data-Level Length, Checksum 정보를 포함 여부를 나타내
고, a 옵션 필드는 ACK 의 크기를 8 바이트 혹은 4 바이트로 결정하는 필드이며, A 옵션 필드는 
Data ACK 를 포함할지 여부를 나타낸다. MPTCP 의 패킷 순서는 Data sequence number 와 Subflow 
sequence number로 나누어지는데, Data sequence number는 호스트가 발신한 전송 데이터 중에서 해
당 패킷 순서, Subflow Sequence number는 해당 subflow를 활용하여 전송 된 패킷들 중에서의 순서
를 나타낸다. MPTCP는 기존 TCP와는 달리 다수의 subflow를 이용하고 각 subflow간의 전송속도, 
지연 시간 등의 차이로 인해 패킷 순서를 재배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때 Data sequence number와 
Subflow sequence number를 사용하게 된다. 

Kind Length Subtype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B Address ID (opt)
 

그림 5. MP_PRIO 메시지 형식 
 
 그림 5 는 MP_PRIO 헤더 형식을 나타낸다. MPTCP 가 백업 모드로 동작할 때 연결된 subflow 를 
primary subflow 에서 backup subflow 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할 때 MP_PRIO 메시지를 사용
한다. B 옵션 필드는 해당 경로를 주 전송경로로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내며 이 값에 따라 해당 
경로의 주 전송 경로 사용 여부를 상대 호스트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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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B1

Address 
A1

Address 
A2

Host A Host B

SYN+MP_CAPABLE (Key-A)

SYN+MP_JOIN (Token-B, R-A)

ACK+MP_CAPABLE (Key-B)

SYN/ACK+MP_CAPABLE (Key-B)

SYN/ACK+MP_JOIN (HMAC-B, R-B)

ACK+MP_JOIN (HMAC-A)

ACK

최초
SuNfloR
 연결

SuNfloR
추가

 
그림 6. MPTCP SuNfloR 연결 시 메시지 흐름도 

 
 그림 6 는 호스트 간의 MPTCP subflow 연결 시의 메시지 흐름도를 나타낸다. 최초 Subflow 연결 
시에는 3-way handshake 과정에서 주고 받는 메시지 위에 MP_CAPABLE 메시지 헤더를 올려 전송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MP_CAPABLE 헤더의 Key 들을 주고 받아 인증을 수행한다. 이 때, 두 
호스트 간 기존에 연결된 다른 Subflow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subflow 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두 호스트 간 기존에 연결된 subflow 가 존재할 때에는 4-way handshake 메시지에 
MP_JOIN 헤더를 추가하여 연결하게 되며 이 때 헤더에 포함된 HMAC 정보를 사용하여 해시 기
반 인증을 수행한다. 이 때 추가된 subflow 는 MP_JOIN 메시지의 B 옵션 필드 값에 따라 CMT 
모드에서 다중 동시 전송을 위한 추가적인 전송 subflow 로 사용되거나 backup 모드에서 주 전송 
경로 보조를 위한 backup subflow로 동작한다. Backup모드 동작 시에는 MP_PRIO 패킷을 주고 받
아 backup subflow와 primary subflow 간의 전환이 가능하다. 
 

3. 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 
 
 현재의 MPTCP 표준[1] 에서는 MPTCP 를 위한 혼잡 제어 방식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TCP 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각 subflow 에 TCP 혼잡 제어 방식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MPTCP 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TCP 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발생
한다. 본 장에서는 현재 MPTCP에 적용되어 있는 TCP 혼잡 제어 방식을 설명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2]은 크게 cwnd(Congestion window) 제어와 
RTO(Retransmission timeout) 제어로 나눌 수 있다. TCP 연결에서는 두 호스트 간 패킷 전송이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RTO 시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송신 호스트는 데이터 전송 후 
RTO 시간 내에 ack 메시지를 수신하여 패킷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시에 cwnd
를 증가시켜 전송 속도를 올리고, RTO 시간 내에 ack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혼잡 상황으로 판
단하여 cwnd 를 감소시켜 전송 속도를 내린다. 이 때, 적절한 RTO 시간 설정이 필요한데 이는 두 
TCP 호스트 간 주고 받는 패킷의 RTT(Round trip time)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더해 수신 호스트에
서 특정 패킷이 손실되었음을 확인하면 송신 호스트에 duplicate ack를 보내어 패킷 손실을 확인하
고 재전송을 요구한다. 

Cwnd 크기 제어는 Slow-start 단계와 Congestion Avoidance 단계로 나뉜다. Slow-start 단계는 데이
터 전송 시작 시, cwnd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는 threscwnd  값에 미칠 
때까지 지속된다. 하나의 ack 메시지가 올 때마다 패킷 두 개를 보내 결과적으로 cwnd값을 두 배
로 증가시켜 시간에 따라 cwnd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미리 설정된 threscwnd  
값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지속된다. Cwnd 크기가 threscwnd  값에 도달하면 그 증가량을 낮춰 ack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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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 1/cwnd 만큼 증가하게 되는 Cogenstion Avoidance 단계로 전환된다. Slow-start 단계에서 cwnd 
크기 증가세가 기하급수적이었던 것에 반해 Congestion Avoidance 단계에서는 선형적인 증가를 보
인다. 

RTO 시간 동안 ack 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반복적인 duplicate ack 을 수신하는 경우 이를 혼잡 
상황으로 인식하여 해당 패킷의 재전송을 수행하게 된다. RTO가 발생하거나 duplicate ack을 세번 
연속 수신하는 경우, threscwnd 를 현재 cwnd 크기의 반으로 줄이고 cwnd 크기를 1 로 줄여 다시 
Slow-start 단계부터 시작하게 된다. 현재 상용 망에서 쓰이고 있는 RTO 결정 방식[3]은 아래와 같
다. 

( ) RTTSRTTRTTVARRTTVAR TTTT −+−= ββ '1  (1) 
( ) RTTSRTTSRTT TTT αα +−= '1  (2) 

RTTVARSRTTRTO TTT 4+=  (3) 

RTTVART 는 RTT 평균 변화량, SRTTT 는 Smoothed-RTT(SRTT) 값이다. 이 값들은 단순 측정치가 아닌 
지금까지 누적된 측정치를 통해 산출한 예측 값으로 식 (1)과 식 (2)을 활용하여 지금까지의 산출
된 값과 최근 측정값에 α , β을 곱해 산출하며, ack를 수신 할 때마다 갱신한다. RTOT 는 RTO 시간
을 의미하며 식 (3)에서와 같이 현재의 SRTT 값에 RTT 평균 변화량의 네 배 값을 더하여 산출한
다. RTT 변화량 평균의 네 배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잦은 재전송의 발생을 피하기 위함이다. RTO 
시간 초과로 인해 재전송을 수행하였음에도 다시 RTO 시간 초과가 발생할 경우 RTO 시간을 2배
로 늘려 동일 패킷을 재전송하고, 만약 RTO 시간초과가 다시 발생할 경우, 증가 된 RTO 값을 또 
2배로 늘려 동일 패킷을 재전송한다. 이 작업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RTO 시간 초과가 l번 연속
적으로 발생 할 때 패킷을 버리며, 상용 기기에서는 통상적으로 3번의 재전송 수행 후 패킷을 버
리게 된다. 
 

4. MP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 
  

MPTCP는 다수의 subflow를 활용하여 전송을 수행하고, 각 subflow의 cwnd 크기에 비례하여 전
송량을 분배하기 때문에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 할 경우 새로운 문제점들이 
유발된다. 대표적으로 MPTCP subflow 들이 병목 구간을 중복 점유함에 따라 기존 TCP 대비 대역
폭 과점유에 따른 형평성 위반 문제, subflow들 간의 전송 속도 및 RTT 차이로 인한 패킷 재배열 
문제가 발생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안된 대표적인 MP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인 LIA(Linked-Increased Algorithm)와 OLIA(Opportunistic LIA)를 소개한다. 

[4]에서 제안한 LIA는 MPTCP를 이용한 다중 전송 시, 기존 TCP 방식에서 최적의 경로를 사용
하였을 때의 전송속도를 내면서도 특정 전송 경로를 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이는 
가장 혼잡한 subflow에 할당되는 전송량을 혼잡도가 낮은 subflow에 넘겨주어 달성 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subflow에서 식 (4)와 같은 방식으로 cwnd 크기를 제어하여 수행 된다. 

∑∈

∈=
Sa Ss

SSSa
LIA SRTTω

SRTTωcwnd
2

2

)/(
/maxΔ  (4) 

S는 단일 호스트가 구성한 subflow 전체 집합, Sω 는 subflow S의 cwnd 크기를 나타내며, 측정된 
RTT를 기반으로 계산된 SRTT 값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경로 a를 포함하는 subflow는 ack 메시지
를 받을 때마다 LIAcwndΔ 와 sω/1 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만큼 cwnd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식 
(4)를 활용하면 해당 경로를 포함하는 subflow의 cwnd 크기의 총 합이 전체 subflow 의 평균 값 
이상일 경우 해당 경로에 전송량이 과다 배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cwnd 증가 속도를 감소시킨
다. 이 방식을 통해 병목 구간을 중복 점유함으로써 야기되는 혼잡 상황을 감소 시킬 수 있다. 

[5]에서 제안한 OLIA는 LIA가 subflow 별 혼잡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개선하여, subflow 간 
혼잡 수준을 유사하게 맞춘다. 

S

S

Sa Ss

SSSa
OLIA ω

α
SRTTω

SRTTωcwnd +=
∑ ∈

∈
2

2

)/(
/max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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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A 방식은 ack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식 (5)의 값을 바탕으로 cwnd의 증감을 조절하는데, 이는 
식 (4)에 SS ωα / 가 더해진 형태이다. Sα 는 subflow가 전체 중 가장 전송속도가 높은 subflow가 아니
며 혼잡도가 높지 않을 때, 즉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한 subflow일 때에는 양의 값을 갖는
다. 또한 전송속도가 가장 높으며 혼잡도가 높지 않은 다른 subflow가 있을 때, 즉 전송 속도가 
높으며 타 subflow로 전송량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음의 값을 갖고, 그 이외의 경우 0이 
된다. OLIA를 이용하면 특정 경로의 혼잡 수준이 높을 경우 증가량을 줄이고 혼잡 수준이 낮을 
경우 증가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subflow 별 전송량 분배 수준을 조절하여 경로 별 혼잡 수준을 
유사하게 제어한다. 
 
5. 무선 망 적용을 위한 MPTCP 요구사항  

 
MPTCP 를 무선 단말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TCP 로는 해결 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의 해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MPTCP 가 적용된 무선 단말이 셀룰러 네트워크 subflow 와 Wi-Fi 네트워크 
subflow 를 동시에 연결 할 경우 Wi-Fi Access Point(AP)의 전송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Wi-Fi 
subflow 에 할당되었던 전송량을 셀룰러 subflow 로 넘기는 방식을 통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TCP 세션 종료 없이 망 전환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지연 없이 끊김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MPTCP 는 기존의 TCP 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서버나 단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Wi-Fi, 셀룰러, Bluetooth 등의 복수
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장착하고 있는 무선 단말에서 사용 시 이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MPTCP
는 무선 망에 대한 고려가 없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장에서는 MPTCP 알고리즘의 무선 
단말 적용 시 필수적인 추가 고려사항과 무선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서술한다. 

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에서 RTO 시간을 2배로 늘리고, l 번의 재전송을 수행하는 이유는 현
재 알고리즘이 유선 망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유선 망에서는 경로 상태 악화로 인한 패
킷 유실 발생 가능성이 혼잡으로 인한 패킷 재전송 대비 1% 미만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RTO 시간 초과는 혼잡 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재
전송을 수행할 경우 패킷 전송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선 망 사
용시에는 전송 범위를 벗어나거나 건물 출입 등으로 인해 연결성이 급격히 저하 되는 상황이 자
주 발생하며, 해당 상황에서는 동일 경로를 통해 재전송을 수행해도 전송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 

MPTCP는 다중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subflow에 문제가 발생 하여 전송이 불가능해질 
경우 다른 경로로 빠르게 전송량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전송 경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RTO 시간 초과 시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RTO 시간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subflow의 
전송 경로가 무선 경로를 포함 할 경우 유선 경로에 비해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최
적 RTO 값 설정이 필수적이나, 앞 장에서 소개한 LIA와 OLIA의 알고리즘은 cwnd 크기 조절 방
식에 대한 변화가 있을 뿐 RTO 시간 설정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MPTCP 표준[1]에서는 subflow 연결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하고 있지 않다. 

호스트는 사용 가능한 경로 중 어떤 곳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나누어서 보낼 지에 대한 로컬 정
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라면, 항상 추가적인 subflow 를 
생성한다는 의미가 된다. 유선 환경의 데이터 센터라면, 이러한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만, 무선 환경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무선 단말들은 배터리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MPTCP 의 무선 단말 적용 시 이종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생성한 subflow 를 어
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말의 에너지 소모량이 달라지게 된다. 셀룰러 네트워크의 경우, Wi-Fi
네트워크 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버리지는 넓은 반면 에너지 효율성은 떨어지는 등 인터페이스 별 
특징과 성격이 다르며, 불필요한 subflow 를 다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하는 경우 에너지 낭
비가 발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 MPTCP 를 사용할 때, 지연이 심한 subflow 를 동시 활용

함으로써 QoS(Quality of Service)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VoIP 나 실시간
Video 서비스 의 경우, 실시간 서비스로 딜레이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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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연결된 Subflow 를 모두 사용하게 될 경우, 가장 지연이 심한 subflow 의 성능에 종속적
인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게 되어, 단일 경로를 사용할 때에 비해 낮은 품질을 보이게 된다. 
 

6. 결론 
  
 MPTCP 는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용함으로써 동시 다중 전송을 통한 전송 속도의 향
상이나 보조 전송 경로를 활용한 연결 안정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연결 안정성이 낮은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특성이 다른 이종 무선 네트워크를 동시 접속함으로써 연결 안전성의 향
상을 통한 사용자의 QoS 향상을 이룰 수 있다. 현재 MPTCP 는 애플 iOS 를 사용하는 무선 스마
트 기기에서 음성 인식 서비스인 Siri 사용 시에 Wi-Fi 와 셀룰러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
용한 이중 subflow 구성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기초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MPTCP 로 인해 새롭게 유발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해 이외의 상용 기기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QoS를 요구하는 서비스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MPTCP 알고리즘은 병목 
구간 과점유, 패킷 재배열 문제 등이 발생하고,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요구 조건에 맞춘 subflow 
연결, 무선 망 특성을 고려한 RTO 시간 설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MPTCP 및 
무선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혼잡제어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무선 기기의 MPTCP 활용 시 기
존 TCP 이상의 전송률을 보이면서 특정 경로의 과점유 문제를 해결 하고, 에너지 과소모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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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파일 첨부 > 

Subtype-specific data
(variable length)

Kind Length Subtype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그림1> 

Option Sender's Key (64 bits)

Option Receiver's Key (64 bits)
(if option Length == 20)

Kind Length Subtype Version C Sreserved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그림2> 

Receiver` s Token (32bits)

Sender` s Random Number (32bits)

Kind Length Subtype B Address ID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그림3> 

Data ACK (4 or 8 octets, depending on flags)

Kind Length Subtype reserved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AaMmF

Data sequence number  (4 or 8 octets, depending on flags)

Subflow sequence number (4 octets)

Data-Level Length (2 octets) Checksum (2 octets)
 

<그림4> 

Kind Length Subtype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B Address ID (opt)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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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B1

Address 
A1

Address 
A2

Host A Host B

SYN+MP_CAPABLE (Key-A)

SYN+MP_JOIN (Token-B, R-A)

ACK+MP_CAPABLE (Key-B)

SYN/ACK+MP_CAPABLE (Key-B)

SYN/ACK+MP_JOIN (HMAC-B, R-B)

ACK+MP_JOIN (HMAC-A)

ACK

최초
SuNfloR
 연결

SuNfloR
추가

 

<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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