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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기존의 TCP/UDP 프로토콜을 소형 센서노드에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 기존 TCP/UDP 프로토콜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 고성능 프로세싱 능력을 가진 
데스크탑 및 서버 시스템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고, 

- 비교적 대역폭이 큰 유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고, 

- 센서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기능과 자원 소모가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본 표준에서는 저전력, 저성능의 센서노드에서 자원 소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 

TCP 및 UDP 프로토콜의 기능을 최적화한 구현 지침을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에서는 TCP와 UDP의 프로토콜 규격을 바탕으로 저전력, 저성능의 소형 

센서노드가 일반적인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TCP와 UDP 프로토콜 

기능을 구현 지침으로 정의한다.  

많은 경우에 대량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감지된 센싱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의 성능 향상보다는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 보장이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유선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TCP/UDP의 필수 

구현 기능이 센서 네트워크 노드에서는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표준을 통해 센서노드에 적용하기 위한 TCP 및 UDP의 최소 구현 사항을 

지침으로서 규정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센서 네트워크 산업 분야에서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표준이며, 센서노드에 탑재되어야 하는 

TCP/UDP 프로토콜의 기능을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센서노드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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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 표준(권고)  

 

4.1 국제표준(권고)  

- RFC 793,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1981) 

- RFC 768, User Datagram Protocol (1980) 

- RFC1122 : Requirements for Internet Hosts – Communication Layers (1989) 

- RFC 3168, The Addition of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ECN) to IP (2001) 

 

 

4.2 국내표준  

- 해당 사항 없음 

 

4.3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 RFC 793: RFC 793 표준을 기반으로 구현하지 않는 사항을 본 표준이 명시함 

- RFC 768: RFC 768 표준을 기반으로 구현하지 않는 사항을 본 표준이 명시함 

- RFC 1122: 참조 표준은 IP 프로토콜 스택의 기능 분석을 위해 인터넷 호스트의 
요구 조건을 정의한 표준임. 본 표준은 참조 표준에서 정의한 인터넷 호스트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센서노드용 프로토콜 구현 지침을 제공함 

- RFC 3168: 본 표준에서는 RFC 3168 표준에서 구현하지 않는 사항만 명시함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 참조 표준을 그대로 이용하지만, 참조 표준의 사항과 상이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표준 본문에 명시하기 때문에 비교표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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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인증 관련사항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 축약된 TCP/UDP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체 기능에 대한 적합성 시험을 
만족시키지 못 하며, 본 표준을 위한 별도의 적합성 시험이 필요함 

 

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 적합성 시험 규격 개발이 필요함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8.12.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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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s 

Conventional TCP/UDP protocols were originally designed for desktop and server 

systems which have stable power supplying, high performance processing capability, 

enough memory space, wideband wire-line networks, etc. Thus, they contain 

unnecessary features and functions requiring lots of system resources from sensor 

network point’s of view. 

This standard specifies an implementation guideline for TCP and UDP to reduce 

system resource requirements and save system resources in a low-power sensor node.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specifies mandatory and optional functions of TCP and UDP to be 

implemented for low-power and low-performance tiny sensor nedes. 

In many cases, sensor nodes don’t produce a huge volume of data but a small 

volume of data like temperature and humidity. Thus reliable data transmission is much 

more important than high throughput and mandatory functions in wire-line networks 

may be optional ones in low-power sensor networks.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can be used to establish a TCP/IP-based sensor network in sensor 

network business areas. It helps sensor networks be interoperable by using 

standardized protocol functions. 

 

 

4.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 RFC 793,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1981) 

- RFC 768, User Datagram Protoco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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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C1122 : Requirements for Internet Hosts – Communication Layers (1989) 

- RFC 3168, The Addition of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ECN) to IP (2001) 

 

 

4.2 Domestic Standards  

 

- None 

 

4.3 Other references 

 

- None 

 

 

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 RFC 793: this standard specifies functions which shouldn’t be implemented from 
RFC 793. 

- RFC 768: this standard specifies functions which shouldn’t be implemented from 
RFC 768.  

- RFC 1122: This RFC discusses the requirements for host system implementations 
of the communication protocol layers: link layer, IP layer, and transport layer. 

- RFC 3168: this standard specifies functions which shouldn’t be implemented 
from RFC 3168. 

 

5.2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 This standard specifies only different implementation requirements from reference 
standards.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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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s.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This standard specifies limited TCP/UDP functions and cannot meet existing 
conformance testing cases. Thus, a separate conformance testing suite for this 

standard should be developed.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8.12.19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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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호스트를 위한 TCP/UDP 구현 
가이드라인 

 

TCP/UDP Implementation Guide for the Hosts of a Low-Power 
Wireless Sensor Network 

 

1. 개요 

TCP는 IP 패킷망에 접속되어 있는 종단 호스트에 탑재되어 상위 응용계층에게 

연결형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TCP 프로토콜은 이러한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잡한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바른 동작을 위하여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TCP를 저전력, 저성능, 저대역폭 센서노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센서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필요한 기능들도 

센서네트워크 환경에 알맞게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UDP는 매우 간단하며 비신뢰성 특성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은 메시지 전송이 

빈번하며 최소한의 전송 오버헤더를 필요로 하는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과 잘 부합된다. 

그렇지만 UDP 또한 아무런 수정 없이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것은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들로 인한 오버헤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센서네트워크 환경에 알맞게 최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표준은 종단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TCP/UDP 프로토콜이 8 비트 이상 프로세서, 4 

Kbyte 이상의 RAM, 50 Kbyte 이상의 Program 메모리, 단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형태의 호스트 센서노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능만 지원하도록 경량화하여 다음과 같이 센서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기능만 

구현할 수 있도록 구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센서노드의 전력 소모, 프로세싱 오버헤더, 메모리 소모를 최소화 한다. 

- 상위 계층의 연결형 서비스에 대하여 프로토콜 호환성을 보장한다. 

- 상위 계층의 비연결형 서비스에 대하여 프로토콜 호환성을 보장한다.  

- TCP의 경우에 전송 신뢰성 보장은 최우선 요구사항이며, 통상 센서 데이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전송 성능 향상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어서 센서노드에서 

전송 성능 향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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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의 제한된 센서노드에 맞게 TCP와 UDP를 구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TCP와 UDP에 대한 

프로토콜 기능 구현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표준에서는 저전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내 호스트 센서노드의 제한적 자원을 

고려하여 TCP와 UDP에 대한 프로토콜 규격 가운데 구현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TCP/UDP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능을 명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각 센서 

네트워크의 자원 특성에 따라 본 표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3. 용어 정의 및 약어  

 

3.1 용어 정의 

호스트: RFC 2460 정의를 따른다 (라우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노드: any node that 

is not a router). 

 

3.2 약어 

ACK Acknowledgement 

CWR  Congestion Window Reduced 

ECE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FIN Finish 

IP Internet Protocol 

MSL Maximum Segment Lifetime 

MSS Maximum Segment Size 

PAWS Protect Against Wrapped Sequence 

PSH Push 

RST Reset 

RTO Retransmission Time Out 

RTT Round Trip Time 

SACK Selective Acknowledgement  

SWS Silly Window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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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 Synchronize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UDP User Datagram Protocol 

URG Urgent 

 

 

4. UDP 프로토콜 기능 구현 지침  

UDP 프로토콜 규격에서 명시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지원해야 한다. 

 

1) UDP 기능 중 다중 인터페이스 관련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 센서노드는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한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호밍 등 다중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능은 제거한다. 

 

2) IPv4 옵션의 내용을 응용에게 전달하는 기능은 “저전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호스트를 위한 IPv4 기능구현 가이드라인”의 구현 지침을 따른다. 

 

 

5. TCP 프로토콜 기능 구현 지침 

TCP 프로토콜 규격에서 명시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지원해야 한다. 

 

1) TCP 옵션: MSS 옵션 이외 다른 옵션은 지원하지 않는다. 

− MSS 협상은 지원한다. 

 외부 인터넷의 호스트와 연동을 위한 MSS 협상은 수행한다. 

 MSS 옵션은 TCP 세그먼트의 목적지에서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최대 크기를 정의한다. MSS 필드는 16비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0 에서 65,536 바이트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센서노드는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한(예를 들어 IEEE 802.15.4의 최대 프레임 크기를 고려한) 

MSS 값을 협상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Window Scale Factor” 옵션은 지원하지 않는다.  

 센서노드는 대용량 송수신 버퍼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윈도우 
크기를 확장시키는 윈도우 확장 인자 옵션은 필요하지 않다. 

− “Timestamp” 옵션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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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탬프 옵션은 RTT 측정이나 순서겹침방지(PAWS) 기능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전송 신뢰성 보장만 고려하고 전송 성능 

향상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RTT를 사용하는 혼잡제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PAWS가 사용되는 고속전송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옵션은 필요하지 

않다. 

− “SACK” 옵션은 지원하지 않는다.  

 SACK 옵션은 TCP의 오류제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데, 
센서노드에게는 SACK의 순서관리 오버헤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TCP 플래그 

− “PSH” 플래그는 지원하지 않는다.  

 PUSH 기능은 신속한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 전송측 응용 프로그램이 
송신 TCP에게 PUSH를 요청하고 송신 TCP는 “PSH” 비트를 1로 

설정함으로써 수신 TCP가 수신 세그먼트를 수신측 응용 프로그램에게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PUSH 기능을 센서노드에 적용할 경우, 잦은 송수신에 따른 에너지 소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PUSH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송신 TCP가 세그먼트들을 무한히 버퍼링하지 않도록, 마지막 세그먼트 

전달과 동시에 “PSH” 비트를 1로 설정하여 전송하도록 한다.  

− “URG” 플래그는 지원하지 않는다.  

 “URG (Urgent)” 플래그는 응용이 긴급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서노드가 전송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주기적 또는 상태 발생시 값을 송수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긴급 데이터 전송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 

 “URG” 플래그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Urgent pointer” 필드의 내용은 
무시하도록 한다. 

− “ECE” 및 “CWR” 플래그는 지원하지 않는다. 

 “ECE” 및 “CWR”은 RFC 3168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혼잡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라우터에서 혼잡 상황을 감지하여 미리 윈도우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CWR” 플래그는 “ECE” 플래그가 설정된 TCP 세그먼트를 수신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3) TCP 윈도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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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제어를 위한 기본적인 윈도우 관리는 수행한다. 

− 송신 SWS 회피 기능은 지원한다. 

 잦은 패킷 전송은 센서노드에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므로 전송 
회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송신 센서노드는 Nagle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 수신 SWS 회피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신 TCP가 한번에 한 바이트씩 천천히 소비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SWS 현상이 발생한다. 센서노드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응용은 없기 때문에 ‘Clark 방식’이나 ‘Delayed ACK’와 같은 수신 

SWS 회피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 (Clark 방식 - 수신 버퍼에 하나의 

MSS의 공간이나 수신 버퍼의 반 이상 만큼의 수신 여유가 없을 때 윈도우 

크기를 ‘0’으로 설정; Delayed ACK - 수신 버퍼에 충분한 공간이 빌 때까지 

ACK 자체를 지연) 

 

4) TCP 연결 관리 

− 동시 개방(Simultaneous OPEN)은 지원하지 않는다. 

 동시 개방은 송수신 응용이 동시에 능동 TCP 연결을 실행할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다.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동시 개방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 센서노드는 복수의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first)SYN 세그먼트를 
보내기 전에 IP 주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IP 계층에게 요청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 RST 세그먼트 내의 데이터 수신은 지원하지 않는다. 

− 연결을 해제할 때에 2*MSL 기간 동안 TIME-WAIT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  

 “FIN” 전송에 대해 돌아오는 “ACK” 패킷이 사라진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연결을 해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송신 측에서는 타이머를 통해 해제가 가능하므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5) TCP 오류제어 

− RTO 계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 대신에 이미 정해진 상수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RTO를 계산하기 위한 “Karn 알고리듬”과 “Jacobson 알고리듬”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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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of-order 순서 번호를 가진 세그먼트 수신을 지원하지 않는다. 

 SACK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Out-of-order 순서 번호를 가진 TCP 
세그먼트 수신에 대한 처리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 Fast Recovery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동일한 순서 번호를 가진 3개의 ACK 수신 시에 (즉, 총 4개의 같은 ACK 
패킷 수신) 타이머에 무관하게 즉시 재전송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6) TCP 혼잡제어 

− 혼잡제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의 전송 신뢰성만 보장하고 전송 성능 향상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혼잡 제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Jacobson’s Slow Start”와 “Jacobson’s Congestion 
Avoidance”를 지원하지 않는다. 

 

7) TCP 연결 실패 

− 임계치 값, R1 이상의 재전송 발생 시에 이를 IP 계층에 통보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 임계치 값, R2 ( > R1) 이상의 재전송 발생 시에 Connection을 해제하는 것은 
지원한다. 

 

8) TCP 타이머 지원 여부: TCP는 안정된 동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타이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센서노드에게는 타이머를 구동시키는 것이 굉장한 

오버헤더이기 때문에 타이머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적절한 상수 값으로 이를 

대치함으로써 센서노드의 오버헤더를 줄이고 TCP 상태 관리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도록 한다. 

− 재전송 타이머: 매 TCP 세그먼트 패킷에 대한 RTT 값 측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RTO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센서노드에게 부담이 된다. 따라서 RTO를 

계산을 위한 ‘재전송 타이머’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적당한 상수 값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위 5) 항목 참조) 

− 영속(persistence) 타이머: 센서노드가 전송한 세그먼트에 대해서 상대 수신 
TCP가 윈도우 크기 ‘0’을 전송할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센서노드가 전송한 세그먼트에 대한 영속 타이머 운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 TCP가 보내온 probe 

세그먼트(Zero-Windows를 점검)에 대한 응답 기능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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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Alive 타이머와 시간대기(time wait) 타이머: Keep Alive 타이머는 설정된 
연결이 오랜 기간 동안 휴지(idle)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시간대기 타이머는 연결 해제 시 2*MSL 기간 동안 TIME-WAIT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들 타이머가 필요한 상황은 센서 네트워크 동작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 타이머는 센서노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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