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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브 연산 기반의 함정 분산 제어망을

위한 실시간 고장 노드 탐지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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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enhanced faulty node detection scheme with hybrid algorithm using Markov-chain model on 
BCH (Bose-Chaudhuri-Hocquenghem) code in naval distributed control networked systems. The probabilistic model-driven 
approach, on Markov-chain model, in this paper uses the faulty weighting interval factors, which are based on the BCH code. 
In this scheme, the master node examines each slave-nodes continuously using three defined states : Good, Warning, Bad-state. 
These states change using the probabilistic calculation method. This method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detecting the faulty 
state node more efficientl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improve the accuracy in faulty node detection 
scheme for real-time naval distributed control network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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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기법의마코브모델이적용된BCH 코드를이용

한고장노드탐지알고리즘도식도.
Fig. 1. The Design of Fault Node Detection using BCH 

Distribution based on the Markov-chain Model.

I. 서론

함정 분산 제어망 내 노드의 생존성 및 실시간성을 보장

하기 위해 분산 제어망 내에 결함 탐지 기법, 결함 관리 기

법 및 고장 진단기법을 통한 오류 정정 기술을 적용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1-3].
분산 제어망 설계 시 주요하게 여겨지는 문제 중 하나는

제어망 구성 시 노드 소실로 인한 불규칙적인 자원 분배로

인한 전체 망 성능의 저하를 야기한다는 점에 있다[4,5]. 이
로 인해, 다수의 슬레이브 노드로 구성된 분산 제어망 내에

서 결함이 발생한 노드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성이

위배되는 처리 시간이 소요된다[6,7]. 
본 논문에서는 마스터 노드에서 고장 노드를 탐지함에

있어 고장 노드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코브 모델

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결함이 있는 노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슬레이브의 상태는 안정 상태, 경고 상태 및 위험상

태의 세 가지 상태를 기반으로 특정한 확률적 조건에 따라

서로 간 상태가 설정된다. 이는 마코브 모델을 통한 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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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산을 통해 노드 내 상태 천이가 이루어지며, 마스터 노드

에서는 상태 천이 정보를 BCH 코드와 함께 수신 받아 결

함이 있는 노드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한다. 

II. 문제점 분석 및 분산 제어망 내 노드 설계

그림 1은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 간 BCH 코드를

통해 고장노드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
림 1에서, 마스터 노드는 값을 생성한다. 이후 해당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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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코브모델기반의안정상태알고리즘도식도.
Fig. 2. The Design of Good-State Algorithm in Markov models.

그림 3. 마코브모델기반의상태함수B 도식도.
Fig. 3. The Design of State Matrix-B in Markov models.

슬레이브 노드로 분산한다. 값은 BCH 코드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 값으로 사용되며, 각 노드 내 수행되는 BCH 코
드 값 는 식 1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각각의 슬레이

브 노드는 일정 기간 순환하여 마스터 노드와 통신한다. 

즉, 번째 노드 내 데이터의    의 비트가 있을 때, 데

이터 전송은   
   와 같은 데이터 및 

    와 같

은 단일 BCH 코드로 수정될 수 있다. 

  mod (1)

식 (1)을 사용하여, 앞서 언급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스터 노드에서 다수의 슬레이브 노드와 통신 시, 오류 검

출 코드인 CRC (Cyclic Redundancy Code) 코드 내 단일 비

트를 BCH 비트로 대체하여 이를 마스터 노드로 전송하여

이전에 수신받은 BCH 코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장 가

능성이 있는 슬레이브 노드를 탐지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8,9].
하지만, 고장 노드를 탐지함에 있어 판정의 신뢰성을 보

장하기 위해 앞서 제안된 고장 노드 판정법의 경우 시퀀스

번호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차이가 영향을 받으며, 또한

정해진 필터를 사용함에 따른 효용성의 문제에 직면하는

등 많은 개선사항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연구

된 시스템 설계에서 문제로 제기된 고장 노드 판단 기법의

효용성을 얻기 위해, 확률적 연산을 통한 마코브 모델이 적

용된 새로운 고장 노드 판단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구성된 분산 제어망 설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슬레이

브 노드의 상태는 각각 안정, 경고 및 위험 상태로 정의되

며 이를 통해 노드의 상태의 천이 혹은 유지 정보를 마스

터 노드로 BCH 코드와 함께 전송하여 마스터 노드에서 고

장 노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식 (2)을 이용한 마코브 체

인 연산을 통해 확률적 연산이 이루어진다. 상태 함수 A는
초기 노트의 안정 및 위험 단계에서의 확률을 행렬로 표현

한 것이며, 상태 함수 B는 마코브 연산을 수행한다고 가정

할 시, 노드 에서 노드 로 상태 천이 시 적용되는 확률

을 행렬로 표현한 것이며, 각 행렬값은 상태 확률을 임의로

설정한 값이다. 그림 3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마코브 연

산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식 (2)는 식 (3)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










    

    

 

   
 


(2)

   ×
  



  (3) 

III. 마코브 연산이 적용된 고장 노드 탐지 알고리즘

1. 슬레이브 노드 내 안정 단계 알고리즘 설계

기본적으로 분산 제어망 내 각 슬레이브 노드는 BCH 코
드를 마스터 노드로 전송하여 번째 수신값과 번째

수신값의 비교를 통해 고장 노드를 탐지한다. 본 논문에서

는 각 슬레이브 노드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제안된 마코브

연산을 이용하여 얻어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BCH 코드와

함께 전송하여 오류를 탐지한다. 일정 시간 동안 오류가

 및 로 각각 탐지된다면, 이를 통해 오류 간격 값을

얻어낼 수 있으며, 이는 로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에서, 노드의 초기 상태는 안정

상태를 띄며 노드 상태 확률 값은       

으로 정의된다. 는 안정 상태에서의 확률을 나타낸 값이

며, 는 위험 상태에서의 확률을 나타낸 값이다. 본 알고

리즘에서 해당 간격 값과 안정 상태 최대 허용치를 비교한

다. 간격 값 이 안정 상태 최대 허용치 보다 작을 경

우, 일정 시간 동안 오류 발생 횟수가 허용치보다 빈번하게

발생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시 식

(3)의 마코브 모델 연산을 수행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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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코브모델기반의경고상태알고리즘도식도.
Fig. 4. The Design of Warning-State Algorithm in Markov model.

그림 5. 분산제어망내오탐지율분석.
Fig. 5. Faulty Node Detection performance through the compara- 

tive study.

식 (4)의 연산을 통해 노드 상태 함수를 갱신한다.

′      (4)

만약 ′ , ′의 값이 각각 1보다 클 경우, 혹은 0보다

작아질 시 정규화 과정을 거친다. 
한편, 식 (3)을 통해 마코브 연산을 수행한 후, 해당 노

드는 후에 안정 상태에 머무르거나 혹은 경고 상태로 넘어

가기 위한 판정 단계를 거친다. 번째 마코브 연산을

수행한 후, 행렬 내 의 값과 위험 상태에서의 최대 허

용 확률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와의 비교 단계를 거친다. 

해당 단계를 통해 값이 보다 클 경우, 경고 상태에

접어듦을 판정하게 된다. 그림 2는 안정 상태에서의 알고리

즘을 도식화한 것이다. 
2. 슬레이브 노드 내 경고 단계 알고리즘 설계

본 알고리즘에서는 초기 노드 상태 행렬로 표현되는 

의 경우      로 , 의 값이 각각 반전된다. 이

때, 경고 상태로 상태가 전환된 노드는 불능 상태로 간주하

는 위험 상태 및 회복 가능성이 있는 안정 상태로의 상태

천이 판정 단계를 수행한다. 본 알고리즘 단계에서는 노드

내 오류 발생 횟수를 측정한다. 로 표기하며 최대 허용

오류 발생 횟수로 표기되는 과의 비교를 통해 위험 상태

로의 천이 판단 단계를 수행한다. 가 보다 클 경우, 주

어진 시간 내 허용치를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위
험 상태에 접어듦을 판정하게 된다. 

   ×
 



 (5)

가 보다 적을 경우, 번째 마코브 연산을 수행

하며, 식 (5)를 통해 해당 연산이 가능하다. 이 때, 카운터

값 는 의 값과 안정 상태를 위한 최대 허용 확률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와의 비교 단계를 통해 증가 여부를 판

단하며, 이 때 의 값이 보다 클 경우, 안정 상태로 상

태 천이 단계로의 판정을 수행한다. 반대의 경우는, 카운터

값 를 증가시키며, 그 연산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와

의 비교 판정 단계로 이동하여 다시 위험 상태 여부를

탐지하게 된다. 그림 4는 경고 상태에서의 알고리즘을 도식

화한 것이다. 

IV. 모의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코브 모델 연산을 이용한 고장

노드 탐지 방법을 위한 환경 구성은 다음과 같다. 슬레이브

노드는 최대 15개로 설정되었으며, 폴링 시간은 100ms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안정 및 위험 상태에서의 최대 허용 확

률을 각각 0.375 및 0.625로 설정하였다. 또한 모의실험에

사용된 오류값을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
널 하에서 무작위로 발생 및 이를 탐지하는 환경을 구성하

였다.
1. 분산 제어망 내 제안된 기법의 오탐지율 분석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인 CRC 및 BCH 삽입 방법과

비교하여 오탐지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성능

분석을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정의하여 모의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이는 동일한 고장 가능성을 내포하는 임의의 두

노드가 있을 때, 또 다른 노드가 고장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의 환경을 가정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앞서 가정된 고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노드와 또 다른 노드가 동

일한 SNR (Signal to Noise Ratio) 특성에서 고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앞서 언급된 두

개의 노드가 SNR 9 레벨에서 고장 가능성이 있을 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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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장노드발생에따른분산제어망내오탐지율분석.
Fig. 6. Performance of Correlation between Miss-Detection Rate 

and the Total Faulty Node.

다른 노드가 그림 5의 x축의 다양한 SNR 레벨에 의해 고

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그림 5를 통해 CRC 코드의 오탐지율을 y축의 좌측 축을

통해 해석할 수 있으며, BCH 삽입 방법 및 제안된 기법을

통한 오탐지 성능분석은 y축의 우측 축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CRC코드의 경우 BCH 단일코드가 대체된

CRC 코드와 비교하여 동일한 SNR 레벨에서 탐지 능력에

있어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CRC코드의 경우, 
오직 오류를 탐지할 뿐 채널 영향 및 노드의 성능에 의해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함을 알 수 있

었으며, BCH 삽입 방법에 비해 제안된 기법이 보다 정확하

게 고장 노드를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2. 분산 제어망 내 고장 노드 발생 정도에 따른 탐지 성능 

분석

그림 6을 통해 분산 제어망 내 고장 노드가 2개에서 최

대 5개까지 발생했을 때의 오탐지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6
을 통해 분산 제어망 내 고장 노드가 발생하였을 때, 0.067
에서 0.2에 이르는 다양한 채널 잡음에서 효율적으로 고장

노드를 탐지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채널 품질의

저하로 인한 잡음 등에 의해 손실된 지연시간에 영향을 받

는 고장노드는 제안된 기법을 통해 보다 쉽게 탐지될 수

있음을 보였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분산 제어망에서 고장노드가 발생할 때

이를 단시간 내에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된 기법은 CRC 코드 내 BCH 단일 비트를 대체하

는 환경에서 확률적 연산을 통한 마코브 연산 이용하여 고

장 노드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한다. 특히 마코브 연산을 통

해 각 슬레이브 노드는 안정, 경고 및 위험 상태를 정의하

여 마스터 노드에 의해 각 슬레이브 노드의 상태를 확률적

연산에 따른 천이 방법을 통해 분산 제어망 내 고장 노드

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 가능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의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분산 제어망에서

기존의 방법인 CRC 코드 및 BCH 삽입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고장 노드 탐지율을 보였으며, 일부 또는 다수의

슬레이브 노드가 고장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에 다양한 채

널 잡음 상황이 고려되는 무선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이

를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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