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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적안정경로 획득 알고리즘(most reliable path algorithm)은 링크의 비용뿐 아니라 링
크의 용량, 링크의 동작 확률, 전송하는 메시지의 크기를 고려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에서는 링크의 동작 
확률로서 고정 값을 사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네트워크 상황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RED(Random Early Detection) 방식의 패킷 폐기 
확률을 최적안정경로 획득 알고리즘의 동작 확률에 적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네트워
크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Floyd-Warshall 이 제
안한 All Pairs Shortest Path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시간 복잡도 의 All Pairs Most 
Reliable Path 획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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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네트워크 상에서 두 노드 간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최단경로문제

(shortest path problem)는 네트워크에서 하나 혹
은 그 이상의 노드들의 쌍 사이에서 최소 비용
의 경로를 찾을 때 고려된다. 그러나 최단경로
문제는 단순히 가중치들의 합으로 최소비용의 
경로를 찾을 뿐 전송하는 메시지의 크기나 통
신 링크의 용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통신 
링크상에서 데이터 전송 실패나 전송될 데이터
의 양에 따라 전달되는 시간의 변화가 존재하
기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에서의 적용은 적합하
지 않다. 따라서 링크의 용량, 링크의 실패 확
률, 전송하는 메시지의 크기를 고려하는 최적
안정경로 획득 알고리즘(most reliable path 
algorithm)이 실제 네트워크에는 보다 적합하다. 
실제 인터넷상의 애플리케이션 중 90 퍼센

트 이상이 TCP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 지향
적인 애플리케이션 역시 QoS 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라우터의 출력 인터페이스에서 

TCP 트래픽이 증가하면 그 인터페이스의 큐가 
패킷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트래픽이 계속해
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큐 시스템이 최대 
용량까지 가득 찰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라우
터는 이후의 모든 패킷을 큐가 여유가 있을 때
까지 폐기(drop)시킬 수밖에 없고 폐기된 패킷
은 재전송을 야기해 네트워크 혼잡을 더욱 가
중시킨다. 또한 데이터를 전송한 송신 측에서 
폐킷의 폐기를 감지하고 동시에 slow start 상태
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용자도 한동안 네트
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포괄적 동기 문제
(Global Synchronization Problem)가 발생한다[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RED(Random Early Detection)이다. 이 방식은 인
터페이스에 대기중인 패킷의 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패킷 폐기 확률을 정하고 패
킷을 폐기시킨다. 그리고 만약 비정상적인 트
래픽으로 큐가 일정 수준의 용량에 도달하면 
RED 가 테일드롭을 막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
로 패킷을 폐기시킨다. 이렇게 정해진 확률에 
따라 패킷이 폐기되면 이 폐기된 패킷과 관련
된 트래픽만 TCP 슬로우스타트 상태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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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저하되고 그렇지 않은 트래픽은 정상적
으로 전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
로 링크로 향하는 트래픽을 줄이고 큐 시스템
의 부담을 줄인다. 
기존 최적안정경로(most reliable path)에서 동

작확률은 고정 값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네트워
크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다[14]. 즉 장비
의 이상, 공격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트랙픽 
폭주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 상황을 최적안
정경로 획득 알고리즘에 반영하기 위해 RED
라우터의 패킷 폐기확률을 최적안정경로의 동
작확률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Floyd-Warshall 이 
제안한 All Pairs Shortest Path 알고리즘을 바탕으
로 비정상 트래픽 상황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경로 획득을 위한 시간 복잡도 의 All 
Pairs Most Reliable Path 알고리즘을 제안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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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최단경로문제(shortest path problem)는 네트워
크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
의 하나이다. 많은 종류의 응용문제가 최단경
로문제로 모형화되며, 또한 복잡한 최적화문제
의 부분문제가 최단경로문제로 모형화되기도 
한다. 
특정의 두 교점 사이에는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한다. 두 교점 사이의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의 경로를 최단경로(shortest path)라고 
부른다. 
최단경로 알고리즘의 기본개념은 최적원리

(principle of optimality)에 근거를 둔 등식을 만족
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다. 

 
πj = 시발점 1에서부터 교점 j까지의 최단

거리 
dij = (i, j) 의 거리 
 
최단경로의 길이는 다음의 식(1)을 만족하여

야 하는데 이것을 Bellman 의 식(Bellman's 
equation)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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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정 교점간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문제

는 한 특정 교점으로부터 그 외의 모든 교점까
지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Bellman 의 식에서 보듯이 특정 교점까지의 최
단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교점뿐 아니라 
모든 교점까지의 최단경로를 구해야 하기 때문
이다[10]. 
 
2.1. Dijkstra 알고리즘 
 

Dijkstra 알고리즘은 특정 노드에서 다른 모
든 노드까지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으
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18]. 이 알고리즘은 최적원리 즉 최단경로
의 부분경로도 또한 최단경로라는 성질을 기초
로 하여 개발되었다. 
교점 1 에서 모든 교점까지의 최단경로가 

경로의 길이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교점 1 에서 모든 교점까지의 최단경로 중
에서 가장 짧은 최단경로가 되는 교점에 교점
번호 2 를 부여하고 다음으로 짧은 최단경로가 
되는 교점을 3 이라고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시발점에서 가까운 순서로 교점번호를 부여한
다. 교점 1 에서 교점 i 까지의 경로를 Pi 라고 
하면 최단경로의 길이는 다음 식(2)와 같은 순
서로 커진다.  

 
NPPP ≤≤≤ ...32 ··········식(2) 

 
알고리즘은 먼저 P2를 구하고 다음은 P3를 

구하는 방식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긴 최단경로
를 구한다. 

Pi 를 찾는 과정에서, 교점 i 에서 각 교점까
지의 최단거리의 추정치를 그 교점에 기록하는
데 이 수치를 임시표지라고 부른다. 두 종류의 
표지, 임시표지와 영구표지를 사용한다. 영구표
지는 교점 1 로부터 그 교점까지의 실제 최단
거리를 나타낸다.(즉 영구표지 된 교점은 최단
경로를 구성하는 교점이 됨.) 여기서 πj*는 영
구표지이며 πj는 임시표지이다. 

 
단계 0 :  
[초기화. 모든 교점 j에 d1j를 임시표지 πj로 기
록한다( j=2, ..., N). 교점 1과 j를 연결하는 호가 
없으면 dij = ∞라고 간주함.]  

∘ π1* = 0 
∘ πj = dij ( j=2, ..., N) 
  

단계 1 : 
[모든 임시표지 πj 중에서 최소를 선택하여 이
를 영구표지함. 영구표지된 교점을 i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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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πi = minj[πj] 
∘ πi를 πi*로 수정한다. 
∘ 더 이상 임시표지가 없으면 단계 3 으로 

간다. 
  

단계 2 : 
[단계 1 에서 영구표지된 교점 i의 모든 인접교
점 j의 임시표지를 수정함. 영구표지 πj*에 호
의 길이 dij를 합한 값과 기존의 임시표지 πj를 
비교하여 작은 값을 선택함.] 

∘  πj = min[πj, πi* + dij] 
∘  단계 1로 되돌아간다. 
  

단계 3: 
∘  종료 

 
[알고리즘 1] Dijkstra 알고리즘 

 
2.2. Floyd-Warshall 알고리즘 
 
네트워크의 모든 두 교점간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는 Floyd-Warshall 알고리
즘이 있다. 특정의 한 노드로부터 다른 모든 
(N-1)개 교점까지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N 개의 교점 각각으로부터 다른 (N-1)
개의 교점까지 N(N-1)개의 최단경로를 구한다. 
물론 N 개 교점 각각을 시발점이라고 간주

하여 각 시발점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교점까지
의 최단경로를 dijkstra 알고리즘을 N 회 반복 
적용하여 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절에서
는 한 번에 모든 최단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
을 설명한다. 
먼저 교점 i 에서 j 까지 최단거리의 추정치

를 나타내는 기호 을 정의한다. 여기서 

는 교점 i 에서 j 까지의 최단경로의 길이

를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
으면 =∞ 이다. 이 정의에 의해 는 교

점 i 에서부터 j 까지 중간교점이 없는 최단경로
의 길이를 나타낸다. 즉 교점 i 와 j 간의 가장 
짧은 호 (i, j)의 길이를 나타낸다. 

)(m
ijπ

)(m
ijπ

)(m
ijπ )0(

ijπ

교점 i 에서 j 까지의 최단경로가 교점 1, 
2, ..., m-1만을 중간교점으로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을 때, 만약 교점 m 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면 새로운 최단경로는 교점 m 을 통과하지 않
을 수도 있고 또는 통과할 수도 있다. 
만약 새로운 최단경로가 교점 m 을 통과하

지 않게 되면 이 될 것이며, 만약 

새로운 최단경로가 교점 m 을 통과하게 되면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 m
ij

m
ij ππ

)1()1()(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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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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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0: 
[초기화] 
∘  ][)0(

ijd=π
(dii=0, 만약 호(i, j)가 없으면 dij=∞) 

∘ , m=0 ][)0( jP =
  
단계 1: 
[ 에서 행 m과 열 m을 표시함] )1( −mπ

∘  m=m+1 
∘  에서 행 m과 열 m을 표시한다. )1( −mπ

  
단계 2: 
[ 을 계산함. 즉 표시된 행과 열을 사용하
여 삼각연산을 수행함] 

)(mπ

∘ 표시된 행 m 과 열 m 이외의 모든 원소
(i, j≠m)을 행 m 과 열 m 의 원소의

합인 과 비교하여, 후자가 작

으면 을 으로 수정하고

을 으로 수정한다. 

)1( −m
ijπ

)1()1( −− + m
mj

m
im ππ

)1( −m
ijπ )1()1(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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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ijP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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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 이면 단계 3 으로 가고, 아니면 단계
1로 간다. 

  
단계 3: 

∘  종료 
 

[알고리즘 2] Floyd-Warshall 알고리즘 
 

3. 제안 알고리즘 

3.1. 최적안정경로 획득 알고리즘 (Most 
Reliable Path Algorithm) 
 
컴퓨터 또는 통신 네트워크는 이를 구성하

고 있는 노드들과 이들의 연결 링크로 구성되
며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의 통신은 대역폭, 
지연시간, 동작 확률의 파라미터를 통해 표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edge-weighted 그래프
로 표현하면 N = (V, E, c, l, p)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통신 부분을 제외한 순수 네트워
크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G = (V, E)는 방향성이 
없고 다중의 링크나 순환로가 없는 그래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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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통신 부분을 구성하는 파라미터 중 
edge{u,v}∊ E 에 대한 대역폭은 식(3)와 같고 

 
0),(),( ≥= uvcvuc ·········식(3) 

 
지연 시간은 식(4)와 같으며 
 

0),(),( ≥= uvlvul ·········식(4) 
 
edge{u,v}∊ E 에 대한 동작확률은 식(5)과 

같다. 
 

1),(),(0 <=< uvpvup ·······식(5) 
 
N 에서 노드와 edge 는 각각 컴퓨터와 통신 

링크로 해석될 수 있다. 노드 사이의 네트워크
에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과 속도는 모
두 중요한 문제이다. σ 크기의 메시지를 노드 
u 로부터 노드 v 까지 edge{u,v}를 통해 전송하
기 위해서는 링크의 대역폭과 지연 시간, 그리
고 메시지의 크기를 고려한 전송 시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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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의 값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σ 
크기의 메시지를 노드 v1 에서 노드 vk 까지 
v1-vk 경로 π = (v1, v2, ... , vk)를 통해서 전송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 경로를 구성하는 모
든 edge 사이의 지연 시간과 대역폭의 최소값
을 반영한 전송시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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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의 값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경로 π의 지연시간( l(π) )이며 경로
를 따라 모든 edge 의 지연시간의 합이다. 두 
번째 항의 분자 부분은 경로 π의 최소 대역폭
( c(π) )이며 경로를 따라 최소의 대역폭을 가
진 bottleneck edge의 대역폭으로 정의한다. 
네트워크의 신뢰성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노드들 사이의 동작확
률을 모두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동작확률은 링크상에서 임의의 크기를 갖는 데
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
는 통계적인 수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로 π

의 신뢰성은 다음 식(8)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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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8)에서 에 대한 동

작확률은 다음 식(9)과 같다. 
Evu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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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9)에서 r(u,v) 값은 노드 u 와 노드 v 사

이의 연결에 대한 신뢰성이다. 경로의 신뢰성
은 네트워크의 특성뿐만 아니라 전송하는 메시
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 신뢰성 
값이 모든 edge에서 같은 값을 갖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다[1][2][3]. 경로에서 신뢰성 문제는 
σ  의 메시지 크기가 반영된 동작확률을 통해 
구해진 신뢰성 값인 ),( σπR  값이 최대가 되는 
경로들을 찾으므로 해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존의 최단경로(shortest path)를 찾는 알고리즘
과 유사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기존의 알고리
즘은 링크의 용량이나 보내는 메시지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최적안정경로를 찾는 문제에
서는 링크의 용량과 보내는 메시지 크기를 고
려하여 보다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14][19][20].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σ 크기의 메시지

를 보낼 때의 경로를 π 라고 하면 의 ),( σπR  
값이 최대가 되는 모든 경로들을 most reliable 
path 라 하고 ),( σπT  의 값이 가장 작은 경로
들을 quickest path 라 한다. 또한 σ 크기의 메
시지를 보낼 때 most reliable path 중에서 가장 
작은 ),( σπT  값을 갖는 경로를 quickest most 
reliable path 라 하며 quickest path 중에서 가장 
큰 ),( σπR  값을 갖는 경로를 most quickest 
reliable path 라 한다.  
이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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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 c, p)로 나타낸 간단한 네트워크 
 
[그림 1]은 v (l, c, p)로 나타낸 간단한 네트

워크이다. 노드 v1 에서 출발하여 노드 v4 에 
도착하는 경로 π에서 most reliable path를 구하
여 본다. 표 1 은 모든 경로에 대한 l(π) 값과 
c(π) 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경로 π에 대한 l(π) 값과 c(π) 값 

 
경로 π l(π) c(π) 

v1, v2, v4 2 10 
v1, v3, v4 5 40 

v1, v3, v2, v4 4 20 
v1, v2, v3, v4 5 10 

 
여기서 동작확률은 모든 노드(v1, v2, v3, v4)

에서 r(u, v)=0.99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v1, v2, v3, v4 경로의 경우 v1, v2, v4 경로와 

c(π) 값이 같고 l(π) 값은 더 크기 때문에 
most reliable path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
(7)(8)에 의하면 σ=10 인 메시지를 보낼 때 v1, 
v2, v4 경로의 ),( σπT =3 이 최소가 되고 

),( σπR =0.994 이 최대가 되어 σ=10 에 대한 
most reliable quickest path와 quickest most reliable 
path는 경로 v1, v2, v4 이 된다. σ=30 인 메시
지를 보낼 때 경로 v1, v2, v4 와 경로 v1, v3, v4 
의 ),( σπR =0.997 로 같은 값을 가지므로 두 
경로 모두 most reliable path 가 된다. 그러나 경
로 v1, v2, v4의 ),( σπT =5로 경로 v1, v3, v4의 

),( σπT =6 보다 작으므로 경로 v1, v2, v4 이 
most reliable quickest path가 된다. σ=50인 메시
지를 보낼 때 경로 v1, v2, v4 와 경로 v1, v3, v4 
이 ),( σπT =7 로 같아서 두 경로 모두 quickest 
path이지만 경로 v1, v3, v4의 ),( σπR =0.999로 
경로 v1, v2, v4 의 ),( σπR =0.9910보다 크므로 
경로 v1, v3, v4 이 quickest most reliable path 가 
된다. 
 

3.2. RED(Random Early Detection) 
 
라우터에서 능동적인 큐 관리를 통해서 인

터넷의 체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라우터의 버
퍼 관리를 통해 Transport 프로토콜의 변화 없
이 체증 회피(congestion avoidance)를 수행하는 
RED(Random Early Detection) 방식에 주목 받고 
있다[4]. RED 는 평균 큐 길이에 따라 망의 체
증 정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패킷을 폐기
(drop)하는 확률을 결정한다. 따라서 RED 를 사
용할 경우 현재의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Drop-
Tail 방식과 비교하여 링크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에서 보여주고 
있다[4][5][6]. 

RED 의 목적은 망에 체증이 발생하여 라우
터의 큐에 도착하는 패킷을 전부 폐기하기 전
에 능동적으로 라우터의 큐 관리를 통해서 체
증을 회피한다. 각 TCP 연결에 대해서 링크의 
대역을 사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패킷을 폐기하
도록 함으로써 모든 TCP 연결이 slow start 단
계에 들어가서 링크의 사용 효율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global synchronization 현상을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순간적인 트래픽 급증
을 예방하고 Transport 계층의 프로토콜과 협력 
없이 평균 큐 크기의 상위 한계를 유지하는 것
이다. 

 
 

[그림 2] RED 폐기 확률 
 

RED는 버퍼에서의 평균 큐 길이(이후 Qavg

로 표기)를 이용하여 체증 제어를 수행한다. 
RED는 매 패킷이 도착할 때마다 Qavg를 구하고, 
이것을 미리 정해놓은 파라미터인 최소 큐 한
계값(minimum threshold, 이후 minth로 표기)과 
최대 큐 한계값(maximum threshold, 이후 maxth

로 표기)과 비교한다. Qavg가 minth 보다 작을 때
에는 링크의 사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모든 패킷은 정상적으
로 처리된다. 하지만 Qavg가 minth와 maxth사이에 
있을 때 도착하는 패킷은 확률, pa에 의해 폐기
되든지 체증 통보(congestion notification)를 위한 
비트(ECN bit)를 마킹한다[11][12]. 이 확률은 0 
에서부터 RED내에 정의된 상수인 최대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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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probability, 이하 maxp로 표기)까지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평균 큐 크기 Qavg 의 비율
에 의하여 구한다. Qavg가 maxth 보다 클 때에는 
Qavg가 maxth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도착하는 모
든 패킷을 폐기하거나 ECN 비트를 마크한다.  

Qavg는 EWMA(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를 통한 low-pass filter를 사용하여 다음 
식(10)과 같이 계산한다.  

 
qwQwQ qavgqavg ×+×−= )1( ···식(10) 

 
Qavg를 구할 때 현재의 큐 길이가 Qavg에 미

치는 영향은 큐 가중치(Queue Weight, 이하 wq

로 표기)로 결정된다. RED에서는 wq를 이용하
여 일시적인 버스트 트래픽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큐의 길이가 짧은 시간 동안 증가하더라
도 Qavg가 바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RED 라우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for each packet arrival 

calculate the average queue size Qavg  

if minth ≤ Qavg ≤ maxth

calculate probability pa

with probability pa: 

mark the arriving packet 

else if maxth < Qavg

mark the arriving packet 
 

[알고리즘 3] 일반적인 RED 라우터 알고리즘 
 
RED 알고리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Qavg를 계산하는 부분은 라우터 큐에서 허락된 
버스트 트래픽의 정도를 결정하고 패킷 마킹 
확률을 계산하는 부분은 주어진 현재 체증상태
에서 패킷 마킹 방법을 결정한다. 패킷 마킹 
확률 pb는 라우터가 패킷 단위로 큐를 측정할 
때 다음 식(11)를 통해 구해지며 

 

thth

thavg
pb

Q
p

minmax
min

max
−

−
×= ·····식(11) 

 
패킷 단위가 아닌 바이트 단위로 측정할 

때는 다음 식(12)을 통해 구해진다. 
 

ketSizeMaximumPac
PacketSizepp ba ×= ···식(12) 

 
최종 패킷 마킹 확률 pa는 다음 식(13)을 

통해 구해진다. 
 

b

b
a pcount

p
p

×−
=

)1(
·······식(13) 

 
count 는 마지막 마킹된 패킷 이후에 받는 

패킷의 수이다. 
RED 라우터의 상세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4]. 
 

Saved Variables:  

    Qavg : average queue size  

    q_time : start of the queue idle time  

    count : packets since last marked packet  

     

 Fixed parameters:  

    wq : queue weight  

    minth : minimum threshold for queue  

    maxth : maximum threshold for queue  

    maxp : maximum value maxp  

 

 Other:  

    pa : curent packet-marking probability  

    q : current queue size  

    time : current time  

    f(t) : a linear function of the time t  

Initialization:  

    Qavg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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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 ← -1  

 for each packet arrival  

    calculate the new average queue size Qavg:  

        if the queue is nonempty  

             qwQwQ qavgqavg ×+×−= )1(

        else  

            m ← f(time-q_time)  

            Qavg ← (q - wq)m * Qavg  

    if minth ≤ Qavg ≤ maxth

        increament count  

        calculate probability pa :  

            
ketSizeMaximumPac

PacketSizepp ba ×=  

            
b

b
a pcount

p
p

×−
=

)1(
 

        with probability pa :  

            mark the arriving packet  

            count ← 0  

    else if maxth < Qavg  

        mark the arriving packet  

        count ← 0  

    else count ← -1  

 when queue becomes empty  

    q_time ← time 
 

[알고리즘 4] 상세 RED 라우터 알고리즘 
 
최근의 연구에서는 RED 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형된 RED 알
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4][5][7][22][23]. RED가 
갖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라우

터의 링크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트래픽 형태
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패킷의 폐기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FRED(Flow 
RED)에서는 트래픽 유형을 UDP 를 사용하는 
오디오나 비디오 트래픽과 같이 TCP 체증 제
어 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트래픽과 TCP 체증 
제어에 순응하지만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용 대
역을 모두 차지하는 트래픽, 그리고 telnet 서비
스와 같이 가용 대역을 사용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트래픽으로 구분하고 있다[7]. 
FRED 에서는 라우터의 큐에서 각 TCP 연결이 
차지하고 있는 큐 길이(per-flow buffer count)를 
추적함으로써 트래픽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공
평하게 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D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패킷을 폐기 
혹은 ECN 비트를 마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대 확률 maxp을 고정된 값으로 사용하는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만약 라우터 큐에서의 변
화에 따라 maxp값을 조정하면 더 높은 링크 사
용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ARED(Adapted RED)는 라우터가 처리하는 트래
픽의 부하에 따른 큐 길이의 변화를 추적하여 
최대 확률을 변화함으로써 링크의 효율을 높이
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8].  

FRED 와 ARED 가 RED 가 갖고 있는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변형 알고리즘이라면 
WRED(Weighted RED)는 트래픽 클래스에 따라
서 다른 패킷 폐기 확률을 적용하여 우선 순위
가 낮은 패킷을 먼저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WRED 는 IP precedence 비트에 의해 
구분되는 트래픽 클래스에 대해서 별도의 RED 
큐를 운영하며 각 큐에 대해서 다른 RED 파라
메터를 적용한다. 따라서 WRED 는 RED 의 능
동적인 라우터 큐 관리에 의한 체증 제어와 함
께 트래픽 클래스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패킷
의 폐기를 차별화하는 RED 의 확장된 시도라
고 볼 수 있다[9]. 

 
3.3. 비정상 트래픽 상황에서 신뢰성 경로 
획득 알고리즘 
 

RED는 버퍼에서의 평균 큐 길이(이후 Qavg

로 표기)를 이용하여 체증 제어를 수행한다. 
RED는 매 패킷이 도착할 때마다 Qavg를 구하고, 
이것을 미리 정해놓은 파라미터인 최소 큐 한
계값(minimum threshold, 이후 minth로 표기), 최
대 큐 한계값(maximum threshold, 이후 maxth로 
표기)과 비교한다. Qavg < minth 일 경우는 링크의 
사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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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모든 패킷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Qavg < minth 일때는 패킷이 폐기 없이 정
상적으로 처리되므로 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는 에 RED방식

의 패킷 폐기확률을 적용한 신뢰성 값, i, j는 네
트워크 상의 노드 번호를 뜻한다. 여러 논문과 
같이 값은 고정된 값 0.99 로 정의한다
[1][2][3][20].  

),(),( vurvurp =

)),( vurp ),( vur

),( vur

하지만 Qavg가 minth와 maxth사이에 있을 때 
도착하는 패킷은 확률, pa에 의해 폐기되든지 
체증 통보(congestion notification)를 위한 비트
(ECN bit)를 마킹한다[11][12]. 이 확률은 0 에서
부터 RED내에 정의된 상수인 최대 확률
(maximum probability, 이하 maxp로 표기)까지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평균 큐 크기 Qavg 의 비율
에 의하여 구한다. 따라서 

라고 볼 수 있다.  ),()1(),( vurpvur ap ×−=
Qavg가 maxth 보다 클 때에는 Qavg가 maxth 밑

으로 떨어질 때까지 도착하는 모든 패킷을 폐
기하거나 ECN 비트를 마크한다. 따라서 

라고 볼 수 있다.  ),(1),( vurvurp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식(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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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뢰성 값을 바탕으로 most reliable path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Floyd-Warshall 이 제안한 All pairs shortest path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였다[15][16][17].  

 
for i=1 to 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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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k=1 to n do  
    for i=1 to n do  
        for j=1 to n do  
           if  then ],[],[],[ )1()1()1( jirjkrkir kkk −−− >×
                  ],[],[],[ )1()1()( jkrkirjir kkk −− ×=
                 ),(),(],[ jkkiji ∪=π  
            else then  
                  ],[],[ )1()( jirjir kk −=

 
[알고리즘 5] 신뢰성 경로 획득 알고리즘 

 
Floyd-Warshall 이 제안한 All pairs shortest 

path 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두 개의 특정 노드 
사이의 most reliable path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
라 모든 노드 사이의 All pairs most reliable path
를 획득한다. 
여기서 i, j, k 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 

번호, n 은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들의 수, E 
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링크의 집합, 는 
각 링크(i, j)의 신뢰성 값, 

],[ jir
],[ jiπ 은 노드 i에서 

j까지 most reliable path를 나타낸다. 
이 알고리즘은 각 링크의 신뢰성 값을 초

기화하는 부분과 All Pairs Most Reliable Path를 
찾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각 링크의 신뢰성 값을 초

기화 하는 부분으로 (i, i)의 재귀적인 링크나 
전체 링크의 집합 E 에 속하지 않는 링크들의 
신뢰성 값을 0],[ =jir 으로 초기화 하였다. 또
한 전체 링크의 집합 E 에 속한 링크들은 전송 
메시지의 크기 σ, 지연시간 , 링크의 전
송 용량 를 식(14)과 같이 계산하여 각 
링크의 신뢰성 값을 초기화 하였다.  

),( jil
),( jic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서 초기화
한 신뢰성 값을 바탕으로 All Pairs Most Reliable 
Path 를 구한다. 이 부분은 그림 1 의 삼각연산
을 바탕으로 두 노드 사이의 신뢰성 값과 중간 
노드를 거친 경로의 신뢰성 값을 비교하여 신
뢰성 값이 큰 경로를 most reliable path 로 설정
한다. 신뢰성 값을 설정한 후에는 most reliable 
path 의 ],[ vcπ 에 중간 노드를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은 구성된다.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증명해 보면, 먼저 초

기화 부분에서 재귀적인 링크나 전체 링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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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E 에 속하지 않는 링크는 0],[ =jir 으로 
초기화하였다. 경로의 신뢰성 값은 식(8)(9)에서
와 같이 0 과 1 사이 값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신뢰성 값이 최대가 되는 경로가 most reliable 
path가 된다. most reliable path 획득에 관련 없는 
링크는 ‘0’으로 초기화하면 이 링크를 경유하는 
경로의 신뢰성 값은 항상 ‘0'이 된다. 이 경로
의 신뢰성 값이 ‘0’보다 큰 값을 갖지 못하고 
다른 경로의 신뢰성 값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가
지므로 ‘0’으로 초기화 하는 것은 타당하다. 
most reliable path 선택에 있어서는 i, k, j 경로의 
신뢰성 값과 i, j 경로의 신뢰성 값 중 큰 값을 

의 비교를 통
해 이루어진다. 비교를 통해 k 노드를 경유하는 
경로의 신뢰성 값이 큰 경우 

 식을 통해 i, j, 
k 경로의 신뢰성 값으로 수정되고 

],[],[],[ )1()1()1( jirjkrkir kkk −−− >×

],[],[],[ )1()1()( jkrkirjir kkk −− ×=

),(),(],[ jkkiji ∪=π  식을 통해 most reliable 
path 가 i, j, k 로 재구성된다. 이 과정으로 

값은 항상 최대 값으로 유지된다. 반대
의 경우 즉 i, j, k 경로의 신뢰성 값이 i, j 경로
의 신뢰성 값보다 작을 경우 

를 통해 기존 경로의 신뢰
성 값이 유지되고 신뢰성 경로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비교는 세 개의 'for' 문
을 통해 네트워크 상의 모든 시작 노드 i, 도착 
노드 j, 중간 노드 k 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행
되므로 모든 경로에 대한 All Pairs Most Reliable 
Path 를 획득한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는 총 노드의 수를 n 이라 할 때 덧셈과 비교
로 이루어진 이므로 이다. 

],[)( jir k

],[],[ )1()( jirjir kk −=

23 nn + )( 3nΘ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RED(Random Early Detection) 
방식의 평균 큐 길이에 따른 패킷 폐기(drop)확
률을 most reliable path 의 동작확률에 적용하였
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트래픽 상황, 비정상적
인 트래픽 상황, 트래픽 폭주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경로를 획득하는 All Pairs Most Reliable 
Path 알고리즘을 시간 복잡도 로 제안하
였다. 

)( 3nΘ

기존 most reliable path 에서 동작확률은 고
정값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상황을 방영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작확률에 RED 라우터 
패킷 폐기확률 적용함으로써 트래픽 상황을 반
영하여 기존 알고리즘 보다 신뢰성 있는 경로

를 획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향후 고려

되어야 할 과제로는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를 
통한 시뮬레이션, most reliable path에 대한 신뢰
성 검증방법의 수립을 들 수 있다. 기존 문헌
들은 알고리즘의 제안과 이론적인 증명을 제시
할 뿐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most reliable path 
문제의 신뢰경로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방안과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성 
경로에 대한 신뢰성 검증 요소, 방법, 기준이 
수립되어야만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가 가능
할 것이다. 향후에는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을 수립된 신뢰성 검증 방안과 기준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비정상 트래픽 상황
에서 기존 알고리즘 대비 제안된 알고리즘의 
신뢰성 향상 정도를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노드에서 개별 flow 또는 class-type 별
로 발생되고 있는  값을 수집하여 central 
routing module 이 최적 안정 경로를 찾기 위해 
필요한 통신 기능의 부담, 그리고 측정된 
값과 실제 route 가 결정되어 해당 traffic 이 통
과할 때와의 시간적인 차이에 따른 부 정확성 
등이 성능 분석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안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낮춰 알고리즘의 최적화도 요구된다. 

ap

ap

 
5. 참고 문헌 

[1] D. Bulka, J. Bechta Dugan, Network s-t 
Reliability Bounds Using a 2 Dimensional 
Reliability Polynomial, IEEE Transactions on 
Reliability, 43, 1, 39-45, 1994 

[2] L.B. Page and L.E. Perry, Reliability Polynomials 
and Link Importance in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Reliability, 43, 1, 51-58, 1994 

[3] F-S. P. Tsen, T-Y. Sung, M-Y Lin, L-H. Hsu and 
W. Myrvold, Finding the Most Vital Edge with 
Respect to the Nember of Spanning Trees, IEEE 
Transactions on Reliability, 43, 4, 600-602, 1994 

[4] S. Floyd and V. Jacobson, "Random Early 
Detection Gateways for Congestion Avoidance", 
IEEE/ACM Transactions on Networking, 
1(4):397-413, 1993 

[5] B. Braden et al., "Recommendations on Queue 
Management and Congestion Avoidance in the 
Internet", RFC 2309, April 1998 

[6] M. Gaynor, "Proactive Packet Dropping Methods 
for TCP Gateways", 
http://www.eecs.harvard.edu/~gaynor/final.ps 

[7] D. Lin and R. Morris, "Dynamics of Random 

56                            KNOM Review, Vol. 8, No.1, August 2005



Early Detection", Proc. of ACM SIGCOMM, 
September 1997 

[8] W. Feng et al., "Technique for Eliminating Packet 
Loss in Congested TCP/IP Networks", U. 
Michigan CSE-TR-349-97, 
http://www.eecs.umich.edu/~wuchang/ared 

[9] "Advanced QoS Services for the Intelligent 
Internet", Cisco white paper, 
http://www.cisco.com/warp/public/cc/pd/iosw/ioft
/ioqo/tech/qos_wp.htm 

[10] 강맹규, "네트워크와 알고리듬“ , 73-148, 
1991 

[11] S. Floyd, "TCP and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Computer Communication Review, 
34(3):10-23, October 1994 

[12] K. Ramakrishnan, and J. Raj, "A Binary 
Feedback Scheme for Congestion Avoidance in 
Computer Networks", ACM Transactions on 
Computer Systems, 8(2):158～181, 1990 

[13] 시스코 시스템즈 ‘Packet 5 호’ 2000 년 
겨울, 
http://www.cisco.com/global/KR/about/packet/ind
ex/index5.shtml 

[14] G. Xue, End-to-end data paths : "Quickest or 
most reliable?", IEEE Communcations Letters, 
vol.2, no.6, pp. 156-158, 1998 

[15] 'Design and Analysis of Computer Algorithm', 
David M. Mount,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University of Maruland, Fall 2003 

[16] T.H. Cormen, C.E. Leiserson, and R.L. Rivest, 
'Introduction to Algorithms'. McGraw Hill, 514-
578, 1990. 

[17] R. Floyd, “Algorithm 97 (shortest path),” 
Commun. ACM, vol. 5, no. 6, p. 345, 1962. 

[18] E. W. Dijkstra, “A note on two problems in 
connection with graphs,” Numerische Math., vol. 
1, pp. 269–271, 1959. 

[19] Y.C.Bang, H.Choo, and Y.Mun, "Reliability 
Problem on All Pairs Quickest Paths", ICCS2003, 
LNCS2660, pp.518-523, 2003 

[20] Tragoudas. S, "The most reliable data path 
transmission",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1999. IPCCC'99, IEEE International, 
10-12, Feb 1999 

[21] R. W. Floyd. "Algorithm 97: Shortest path". 
Communications of the ACM, 5, 1962. 

[22] 유영석, 홍석원, “체증 제어를 위한 
Random Early Detection(RED) 알고리즘의 파
라메터 분석”, 통신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
집 p41-44, 1997 

[23] 홍석원, 유영석, Random Early 
Detection(RED) 최적화를 위한 자체 적응 알
고리즘, 정보처리학회 논문지 Transaction. of  

KIPS 6(11), 1999 
 

2002.02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2005.02 한양대학교 전자통신
컴퓨터공학 석사 
 
 
 
 

 
<관심분야> 네트워크 보안 
 

2004.02 광운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2006.02 한양대학교 전자통신
컴퓨터공학 석사 졸업예정 
 
 
 
 

<관심분야> 네트워크 보안 
 

2003.02 연세대학교 기계전자
공학 학사 
2007.02 한양대학교 전자통신
컴퓨터공학 석사 졸업예정 
 
 
 
 

<관심분야> 네트워크 보안 
 

1981.02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1984.02 KAIST 전기 및 전자 
공학 석사  
1993.06 프랑스국립전기통신대

학(ENST) 네트워크 공학 박사 
1997.03~현재 한양대학교 전자
전기컴퓨터공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QoS, 텔
레매틱스, 차세대 인터넷 

57                            KNOM Review, Vol. 8, No.1, August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