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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환경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이동 혹은 링크의 충돌, 부족한 대역폭등 모바일 기기의 외적 환

경 변화에 의해 무선 링크의 단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링크의 단절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

는 어플리케이션의 에러로 이어진다. 이러한 무선 환경의 단절을 어플리케이션이 알 수 있다면, 링
크의 단절로 인한 어플리케이션의 에러를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무
선 링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링크의 상태 정보를 판단 및 예측할 수 있는 dynamic watermark 기반의 
상태 정보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서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무선 환경의 
협소한 대역폭, 잦은 단절, 높은 에러율, 제한된 사용 
범위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미미한 상태이다[1].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무선 링
크의 상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보고하는 메커니즘

이 제안되고 있다[2,3].  
링크의 상태 정보란 현재 무선 링크의 시그널의 질

(quality), 강도(strength), 잡음 상태(noise) 등을 총칭 하
여 가리키는 말로, 무선 기기 혹은 무선 기기와 
AP(Access Point)와의 통신 상태를 의미한다. 상태 정
보는 현재의 통신 상태를 가리킴으로 상태 정보를 분
석하면, 현재의 링크 상태를 알 수 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단지 
시스템이 제공해 주는 서비스만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이 링크

의 상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 하여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다. 
어플리케이션을 무선 링크에 적응 시키는 방법으로 

링크의 상태 정보를 ICMP 메시지를 이용한 직접 전

달[2,3], TCP/IP 프로토콜 상단에 미들웨어를 제공 하
는 방법[4], 무선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전송 메커니

즘 수정[5]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WAMNET 미들웨어[4] 에서 무선 링

크의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링크의 연결 상태 변화와 
단절을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단절 예측 알고리

즘인 dynamic watermark 기반의 상태 정보 추적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Watermark 
무선 링크에서는 링크의 상태 정보가 수시로 변하

게 되는데, 상태 정보가 변할 때 마다 항상 어플리케

이션에 통보하고자 한다면, 어플리케이션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지점에 threshold
라는 임계 값을 주어 watermark 로 지정해 놓고 [그림 
1]와 같이 상태 정보가 그 지점을 교차할 경우만 어
플리케이션에 상태 정보의 변화를 알리게 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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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atermark 

 
2.2 WAMNET 미들웨어 

 

 
[그림 2] WAMNET 미들웨어 구성도 

 

WAMNET 미들웨어는 [그림 2]과 같이 구성 되어 
있으며, 프로토콜 스택의 전송 계층 상단에서 유저 어
플리케이션을 대행 하여 상태 정보의 전달 및 분석 
그리고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적응(Adaptation)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무선 기기는 
증가하고 있지만, TCP/IP 프로토콜은 전혀 무선 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무선 환경에서 자주 
일어나는 단절, 간섭, 페이딩(fading) 등에 적절히 대처

하지 못한다. 무선 환경에 적응이란 상태 정보의 수집

과 분석 그리고 변화 하는 링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 한다. 
 
3. 상태 정보 예측 알고리즘 

3.1 상태 정보 예측의 필요성 
링크의 상태 정보는 큰 폭의 변화를 자주 겪게 되

는데, 이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도 있고,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미리 예측 하는 것은 현재 상
태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링크의 현재 상태와 
결부하여 예측된 상태 정보는 어플리케이션에 단절의 
지속 여부와 모바일 기기의 움직임 정보까지 제공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2 가중치 알고리즘 

모바일 기기가 사용자에 의해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는 일반적으로 통신 상태는 선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 상태를 알고 있다면, 미래 상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

치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이전 상태 값을 계속 축적

하고, 링크의 변화폭을 가중치에 더하여 미래 값을 예
측 하였다. (Est 는 상태 예측 값, Acc 는 축척 값, W 
는 가중치 Cv 현재 값, Q 는 link quality, L 은 signal 
level)  

 

( , ) ( , )*(1 ) * ( , )Est Q L Acc Q L W W Cv Q L= − +  

[수식 1] 가중치 알고리즘 

 
가중치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순간적 변화로부

터 원상 복귀 되는 지점을 평준화 시켜, 불필요한 이
벤트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3.3 기울기 계산 
기울기 값의 계산은 상태 정보를 예측하고 평가하

는데 장점이 되는데, 첫째 기울기 값의 부호는 모바일 
기기의 이동 방향을 의미하며, 둘째 기울기 값의 크기

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의 이동 속도를 알 수 있다. 셋
째 가중치 알고리즘에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가중치

를 능동적으로 변화 시킴으로써 시스템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수준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S 는 상태 
정보 값, x 는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값, a 는 기울기) 

 

2 1( , ) ( , )lim
t x

S Q L S Q La
t∆ →

−
=

∆
 

[수식 2] 기울기 값 

 

 
[그림 3] 모바일 기기의 움직임 

 

[그림 3]은 모바일 기기의 예상되는 이동 시나리오

이다. case A 경우 링크의 시그널이 좋은 쪽으로 이동

하는 경우이고 case B 의 경우는 시그널이 나빠지는 
쪽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case A 의 경우 기울기 값은 
양수가 되며, case B 의 경우 기울기 값은 음수가 된다. 

 

3.4 능동적인 가중치 W 와 변화량 x 값의 변경 
기울기 값의 크기를 계산하여 기울기 값이 큰 경우

에는 모바일 기기의 이동 속도나 환경의 변화가 빠른 
경우임으로 [수식 1]의 가중치 W 를 큰 값으로 변경

하고, [수식 2]의 x 를 작은 값으로 변경시켜 시스템이 
정확하고 민첩하게 링크의 흐름에 대처 하도록 한다. 
반대로 기울기 값이 작은 경우는 모바일 기기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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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나 무선 환경의 변화가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W
는 작게 x 는 큰 값으로 하여 값들을 평준화 시켜 불
필요한 이벤트 발생을 방지한다. 

 
4. Dynamic Watermark 

4.1 Dynamic watermark 
일반적인 watermark 의 임계(threshold) 값은 특정한 

상태 정보 값에 [그림 4]같이 고정되어 있다. 링크의 
상태 정보가 threshold 값을 교차하면 이벤트를 발생 
시키는데, 이런 경우 모바일 기기의 이동이나 장애물 
발생 등 무선 링크의 환경이 변하여 실제 threshold 값
이 변화였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뒤늦은 이벤트의 발생 및 단절 예측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4] 고정된 Threshold 값 

 
따라서 무선 링크의 환경이 변화를 감지 했을 때 

적절이 대응하기 위하여, 동적으로 링크의 환경 변화

에 대응하는 watermark 기법이 필요하다. 
 

 
[그림 5] Dynamic Watermark 

 
[그림 5]는 Dynamic Watermark 기법을 적용한 뒤의 

watermark 로 모바일 기기의 이동 및 환경의 변화를 
감지한 후 적절하게 threshold 값을 변화시킨다. 
모바일 기기의 이동 및 환경의 변화 감지는 가중치 

알고리즘과 기울기의 변화 그리고 링크의 전송 실패

를 결합하여 알 수 있다. 초기 threshold 값 위에서 연
속된 링크의 전송 실패가 감지 될 때, 축적된 상태 예
측 값과 전송 실패 이후의 값 그리고 링크의 상태 정
보 기울기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확인될 때 threshold 
값을 변화시키게 된다.  

 
4.2 정적인 watermark 와 동적인 watermark 비교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watermark 에서 각 상태 정

보의 값들과 동적으로 변화시킨 watermark 값들을 비
교하여 실제 각 모델 별로 예측의 차이를 비교한다.  
실험 환경은 RedHat Linux 8.0 기반에서 WAMNET 

미들웨어를 사용하여 UDP 패킷 전송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실험은 매회 0.1 초당 1 회씩 총 1000 회 전
송을 30 회 실시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
었으며, 테스트 환경은 일반 사무실 환경 내에서 모바

일 기기의 간단한 직접 이동 및 갑작스런 장애물의 
출현 등 최대한 일반 모바일 기기의 사용 환경에 비
슷하도록 셋팅 하였다. 

실험 데이터로 사용된 각 임계(threshold) 값은 실험

적으로 너무 낮거나 높은 것은 제거하고, 선택 가능한 
6~13 값을 선택하여 동적(dynamic)으로 변화시킨 
threshold 값과 비교하였다.  

 
 
Threshold 
값 

실패  
진단율
(%) 

성공 
진단율
(%) 

 
에러율
(%) 

 
낭비율
(%) 

6 69.5 99.5 30.5 0.5 
7 75.2 98.5 24.8 1.5 
8 80.0 97.9 20.0 2.0 
9 85.7 97.4 14.3 2.5 

10 88.5 95.9 11.4 4.1 
11 94.3 93.3 5.7 6.6 
12 95.2 90.8 4.8 9.2 
13 97.0 89.2 2.8 10.8 

Dynamic 
Watermark

97.1 96.9 2.9 3.1 

[표 1] 실험 결과 표 

 
실패 진단율은 실제로 링크에서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경우이다. 성공 진단율 또
한 실제 링크에서 전송이 성공했을 경우 이를 잘 예
측한 경우이다. 반대로 에러율이란 링크의 전송은 실
패했지만 예측치는 정반대로 전송 가능으로 추정한 
경우이다. 낭비율은 링크의 전송은 성공했지만 예측 
치는 단절로 나온 경우이다. 이번 실험은 실패 진단율

과 성공 진단율이 높을수록 에러율과 낭비율이 낮을

수록 좀 더 낳은 성능을 발휘한 것이다. 
 

4.3 실험 결과 분석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threshold 값이 높을수

록 링크의 실패를 잘 예측하는데, 이것은 낭비율과 결
합하여 threshold 값이 높을수록 대다수의 링크 상태 
정보를 단절로 예측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반대로 성
공 진단율은 threshold 값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에러율과 결합하여 대다수 링크의 상태 값
을 연결되어 있음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동적인 threshold 값은 실패 진단율에 있어서는 제일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에 에러율은 낮은 편에 속해 
실제로 링크의 단절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공 진단율 또한 높은 축에 속한 반면 낭비율도 비
교적 낮아 링크의 연결 상태 또한 잘 예측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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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패 진단율과 성공 진단율 

 

 
[그림 7] 낭비율과 에러율  

 
[그림 6]는 [표 1]의 실패 진단율과 성공 진단율 분

포도로 표현한 것으로 (100, 100)에 근접할수록 좋은 
예측율을 보이는 것이고, [그림 7]은 낭비율과 에러율

을 표현한 것으로 (0, 0)에 근접할수록 좋은 예측율을 
보이는 것이다. Dynamic watermark 기반의 단절 예측 
알고리즘으로 예측한 결과치가 가장 (100, 100) 그리고 
(0, 0)에 가장 가까이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무선 환경에서 정해진 threshold 값을 
사용한 watermark 기법이 가지는 무선 링크의 환경 변
화에 대한 취약성을 해결하고자 링크의 단절과 변화

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dynamic 
watermark 기반의 상태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비
교 실험 해보았다. 

모바일 기기의 이동과 링크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
해서 가중치 알고리즘과 기울기 값을 계산, 기울기 값
의 갑작스런 변화와 전후 가중치 값을 비교하여 차가 
크게 나타날 경우 링크의 전송 실패를 감지하여, 실패

가 감지될 경우 기기의 이동과 링크의 환경 변화를 
가정하고 threshold 값을 전송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 시켰다. 

[표 1]과 같이 정적으로 고정된 threshold 값을 사용

한 watermark 기반의 이벤트 발생 기법에 비해 
dynamic watermark 기반의 예측 알고리즘 성능이 단절 
예측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실패 진단율과 에러율을 최대

한 줄일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이동 패턴과 환경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그에 알맞은 알고리즘의 설계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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