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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망에서 통신 에러율을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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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lgorithm for Reducing Communication 
Error Rate in Special Network

Dong-Cheul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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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대폰 망과 같은 이동망이나 와이파이망, 주파수공용통신(Trunked Radio System)과 같은 망은 시설기반
(Infra Structure)망이어서 핸드오버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전기 같이 수명에서 수십 명 내외의 그룹
간 이동을 하면서 서로 통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망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이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토폴로지가 늘 
변하고 있으며, 특히 무선으로 통신할 경우는 전파환경이 좋지 않아서 망을 구성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특수목적망
은 인프라 시설이 없어서 구성원들 간에 핸드오버(handover)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핸드오버하는 대상노드를 결정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하다. 어느 노드가 핸드오버 역할을 할지에 따라 다양한 토폴리지의 통달거리, 수신
감도, 음질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고에서는 토폴로지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전파간섭 및 핸드오버 프
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할 모델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주제어 : 토폴로지, 핸드오버, 수신신호세기, 트리, 노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glass ceiling induction factors on the 
improvement of the job Commitment on the glass ceiling perception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influence of the local medical institute and private medical institute 
employees. As a research metho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each factor. In particular, multiple 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influence relat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medical personnel, respectively. Result: First,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glass ceiling inducing factors on job Commitment showed that job Commitment was 
influenced by stereotype an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was different. Second, 
the employees of the room medical center were influenced by perceived promotion, job placement, education 
and training, reward, and job satisfaction. Third, in the hypothesis that job Commitment will be affected by the 
perception of glass ceiling, only the workers of the private medical center showed significant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plan policies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 glass ceiling 
phenomenon and improve its status in order to improve the personnel and system with which women workers 
in the medical field can enter more senior management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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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 라시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특수망의 경우는 

구성원들이 늘 이동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화는 핸드오

버, 주 수할당  간섭, 출력, 패킷에러율(PER: Packet 

Error Rate)으로 인한 문제는 통신망의 효율을 떨어뜨리

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1,2].

특수망에 이용하는 주 수의 격한 이용증가는 보다 

과학 이고, 체계 인 주 수 리 시술을 요구하고 있

으며 유한 자원의 효율  이용이 더욱 요시 되고 

있다. 무선주 수를 사용하는 특수망 노드들은 늘 이동

함으로 주 수 할당도 어렵지만 할당된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그룹간 통신은 많은 주 수 간섭이 일어나서 

통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송 역폭 등에 많은 제

약을 받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양의 제한에 

큰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 들이 특히 시나 

한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로 부각된다[3,4].

본 연구에서는 시나 한 상황에서 특수망을 구

성하고 있는 노드들 간의 원활한 통신을 요구하는 상황

에서 주 수 간섭 는 수신감도를 개선하기 해 에러

율을 낮추기 한  토폴로지 모델과 로토콜을 제안한다.

2. 본론

2.1 제안 모델

제안 로토콜은 시분할다 속 방식을 기반으로 함

에 따라 스트리  데이터의 한 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이 제한 이므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체 노드의 수와 데이터 공유를 한 근 노드의 수

가 제한 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안 네트워크에서는 토

폴로지를 구성 시 하나의 네트워크에 속 가능한 노드

의 수는 16 로 제한하며, 각 노드는 최  3개의 근 노

드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구성원)들을 트리형태

로 구성을 하며 동기를 맞추어주는 노드를 마스터 노드

라고 칭하고 자신의 노드가 최  속 시 속요구를 하

여 망 속을 허락받는 경우 그 노드들은 부모노드가 되

고 자신이 망에 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가 망에 

속하고자 할 때 자신이 허락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자식

노드가 된다. 만일 자신에게 부모노드가 없으면 자신이 

루트(root)에 해당하는 마스터 노드가 된다.

이런 트리를 구성하는 데이터는 의 수신신호세기

(RSSI :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를 기반으로 

자신이 망에 속하고자 할 때는 속요구를 수신한 모

든 노드  수신신호세기가 가장 센 노드에게 속하도

록 한다. 모든 노드들은 수신신호세기 상태테이블을 공

유하고 있으며 수신신호세기를 주기  혹은 이벤트 발생 

시 테이블을 갱신한다[5,6].

부모노드와 망이탈이 일어날 경우 각 노드별 상태테

이블을 확인하여 자손노드를 제외한 노드 에서 속 

가능한 채 을 통해 망에 속하도록 한다.

[Fig. 1] Suggested Model

2.2 타임슬롯 구성

각 노드의 타임슬롯은 크게 동기 슬롯과 트래픽 슬롯

으로 구분하고, 다시 트래픽 슬롯은 자신에게 연결될 수 

있는 최  슬롯 수만큼 분리하고, 각 노드와의 송신 는 

수신을 해 각 슬롯을 다시 두 개로 분리한다. 즉 제안 

네트워크 로토콜에서는 최  3개의 근 노드와 연결되

므로, 한 개의 동기슬롯과 총 6개의 트래픽 슬롯으로 분

리하여 처리한다. 

[Fig. 2] Configuration of Time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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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접노드와 데이터 공유알고리즘

마스터 노드는 선송신-후수신 형태로 속되어 있는 

근  슬 이  노드들과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리고 나

머지 슬 이  노드들은 아래와 같은 동일한 시 스를 

통해 속 노드들과의 데이터를 공유한다.

① 트리형 토폴로지에서 자신의 노드가 속해있는 계

층보다 상  계층에 있는 노드로부터 음성 데이터

가 수신될 때까지 기한다.

② 상  계층의 노드로부터 음성이 수신되면 자신의 

음성 데이터를 응답 형태로 송한다.

③ 나머지 두 하  계층의 노드들과 음성 데이터를 

선송신-후수신 형태로 음성 데이터를 공유한다.

2.5 핸드오버 절차 및 상태도

[Fig. 3] Flow chart for Algorithm 

핸드오버 차는 최  16명 이하에서 운용되는 망에

서 상 노드의 수신신호세기  패킷에러율이 일정한 기

치 이하(-100dBm)로 낮아지면 모든 노드의 수신신호

세기를 하여 상태테이블을 갱신하고 수 동안 수신 

패킷에러율을 측정하고 기 치 이하인 노드는 핸드오버

에서 제외하고 후보 상 노드들의 수신신호세기 평균값

을 산출하고 상 노드와 타노드들의 수신신호세기를 비

교하여 후보  양호한 노드에 해 핸드오버를 하도록 

결정한다. 핸드오버가 결정된 노드는 속 상노드로 

속요청데이터를 송신하고 응답이 오면 재 연결되어 있

는 모든 노드를 단 시키고 속정보를 갱신하여 핸드오

버를 수행한다[7,8,9].

2.6 근접주파수 회피방안

자신의 어떠한 네트워크에 속되어 있는 경우, 자신

과 물리 으로 근거리에 있으면서 근  주 수를 사용하

면 노드 간 주 수 간섭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신 패

킷의 에러율이 증가함은 물론 데이터의 품질이 하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7,8].

제안된 모델의 주 수 간섭 회피방안은 모든 노드가 

주기 으로 주 수를 변경해가며 데이터를 송수신하도

록 하는 방법이다.

각 노드가 주기 인 주 수 변경을 수행하기 해서

는 노드가 겹치는 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 노드가 서

로 다른 규칙에 서로 다른 순서 로 주 수 변환을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수식을 용하여 매 송

신 시마다 사용해야할 주 수 번호를 정한다.







× 

 ×   
×  

(2.1)

   ×   (2.2)

[Fig. 4] Frequency Inde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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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주 수()는 변경 가능한 주 수 개

수( )만큼 채 을 선정하고, 카운트()를 통해 

채 을 한 번씩 변경해 가며 주 수를 산출한다. 이 과정

을 통해 아래와 같은 주 수 변경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근 노드 간에 주 수 간격이 좁아 노드 간 PER 수치

가 100%인 환경에서 인덱스 테이블을 사용한 주 수 변

경 기능을 수행할 경우, 주 수 간섭으로 인한 PER 수치

가 다음과 같이 개선될 수 있다. 

  사용 주파수 범위
간섭 주파수 범위

×  (2.3)

반면에 근 노드 간의 주 수 간격이 넓어 노드 간 

PER 수치가 이상일 경우에는 오히려 로 

낮아져 음질이 하되는 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

만 실질 으로 네트워크 운용 시 자신에게 근 해 있는 

노드가 주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근 해 있

는 노드의 주 수가 자신이 사용하는 주 수에 가까울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드에 

따라 주 수 간섭율의 편차를 발생시킬 바에, 모든 노드

에게 동일한 주 수 간섭율을 제공하는 것이 합할 것

으로 단된다[10,11,12,13,14].

3. 시뮬레이션

3.1 테스트 환경 및 시나리오

실내에서는 간섭거리를 수치화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실제 노드에 해당하는 400MHz 주 수 역의 채 간격

이 500KHz, 간섭범 가 1.5MHz인 환경에서 무선통신단

[Fig. 5] Simulation Model for Max Traffic

말기 16개(SM900,모델)로 망을 구성하고 제안 주 수 간

섭 회피 방안을 용 시 타 노드에 한 주 수 간섭 정

도를 비교하 다.

실외테스트는 타 단말기의 간섭을 최 한 배제하기 

해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강과 논에서 시행하 다. 모

두 5 차례의 테스트를 수행하 으며 테스트항목은 실내

와는 다르게 통달거리, 주 수 간섭여부, 음성품질 주

도 테스트 하 다.

[Fig. 6] Outdoor Test Place

나. 핸드오버 검증을 위한 전송 프레임

핸드오버 기능 검증을 해 임에 음성 믹싱 여부 

필드(Voice Mixing)를 추가하 다. 해당 필드는 최  구

성 가능 노드 수인 16개로 분할하며, 노드별 필드에는 

PER 측정을 한 순차번호(Sequence Number)가 입력

되도록 한다. 각 노드는 최  자신의 데이터 송 시 자

신의 필드에 순차번호를 갱신하며 송하고, 핸드오버 

시 상 방의 순차번호를 갱신하여 재 송하도록 함으로

써, 최종 수신된 데이터에 어떠한 노드의 데이터가 믹싱 

되어 있는지를 단 가능하도록 하 다. 

[Fig. 7] Frame Structure

3.2 테스트 결과

가. 주파수 회피방안 적용시 간섭비교

운용 가능한 총 16개의 노드  시뮬 이션 상 노드 

1번를 선정하여 제안 주 수 간섭 회피방안을 용 시 타 

노드에 한 주 수 간섭 정도를 비교하 다.



A Study on Algorithm for Reducing Communication Error Rate in Special Networ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29

방안을 용하기  시뮬 이션 상 노드에 한 2번 

노드와 3번 노드의 주 수 간격은 각각 0.5MHz, 1MHz

로써 주 수 간섭 범 인 1.5MHz 내에 속하여 항상 주

수 간섭이 일어난다. 반면에 방안을 용한 경우는 주기

인 주 수 변경에 의해 간섭 채  범  내에서 통신하

는 시간이 히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Degree of freq. interference improvement
(node 2)

[Fig. 9] Degree of freq. interference improvement
(bode 3)

나. 주파수 회피방안 적용시 간섭비교

5 의 노드로 망을 구성하여 주 수 간섭이 발생하는 

환경을 구성하여 노드 간 주 수 간격, 노드 간 이격거리, 

노드의 RF 출력 세기 등을 비교 조건으로 하여 비교 

상 노드에서 PER 시험을 수행하여 실질 인 간섭율을 

확인하 다. 양방향 통신 시 그룹A의 음성 송수신과 그

룹B의 음성 송수신 타이 이 겹치면서 노드 간에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주 수간섭 발생시 PER 시험 결과 알고리즘을 용

하기  평균 PER은 30.40%이며, 용한 후는 평균 PER

이 20.67%로, 평균 PER이 9.73%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알고리즘 용하기 은 높은 PER 수치로 인해 음성 

통신 시 음성 인지가 어려울 정도의 채 이 존재하 지

만 방안을 용한 후는 모든 채 에서 음성인지가 가능

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10] Freq. interference ratio environment

[Fig. 11] Channel interval vs. PER

노드간 이격거리에 따른 PER 시험 결과 알고리즘을 

용하기  평균 PER은 34.6%이며, 용한 후는 평균 

PER이 6.85%로, 평균 PER이 29.61%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Separation distance vs. PER

RF 출력세기에 따른 PER 시험 결과 알고리즘을 용

하기  평균 PER은 97.05 %이며, 용한 후는 평균 

PER이 79.05%로, 평균 PER이 18%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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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RQ applied vs PER

[Fig. 14] FEC applied vs PER

[Fig. 15] RF Output Strength vs. PER

[Fig. 16] ARQ vs. PER

알고리즘 용 개선으로 확보된 여유 시간자원을 수

신율 개선을 해 ARQ(Automatic Repeat Request)와 

FEC(Forward Error Correction) 그리고 Hybrid ARQ를 

용하 을 때  PER 시험 결과 방안을 용하기 은 평

균 PER이 50% 으며, ARQ 방안을 용한 후에는 평균 

PER이 41.29%, FEC 방안을 용한 후에는 평균 PER이 

36.14%, 마지막으로 Hybrid ARQ 방안을 용한 후에는 

평균 PER이 28.19%로 모든 방안에서 PER이 일부 개선

되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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