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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산업에서 선박의 건조 과정 중 탑재 공정은 작업자 간의 긴밀한 통신을 필요로 하며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음성 품질이 매우 열악한 무전기나 호접속 지연이 많은 주파수 공
용통신(TRS)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통신방식을 대체하

는 IP 기반 그룹통신 시스템과 이에 대한 품질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IP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최초의 서비스인 PoC(PTT over Cellular) 서비스를 기반으로 

조선산업에서 통합통신(Unified Communication)을 지향하기 위하여, 강재로 인한 매우 열악한 비가시

거리(NLOS)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PoC 을 기반으로 그
룹통신의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WiBro 기반 엔터프라이즈 PoC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의 작업자가 
통신할때 지연이 느껴지지 않는 1 초 이내의 그룹통신 지연시간에 대해 상기 서비스를 분석하였으

며, 이론 상으로는 충분히 제공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1. 서론 

조선산업에서 선박의 건조 과정 중 탑재 공정은 작
업자 간의 긴밀한 통신을 필요로 하며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음성 품질이 매우 열악한 
무전기나 호접속 지연이 많은 주파수 공용통신(TRS)
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

서, 이러한 기존 통신방식을 대체하는 IP 기반 그룹통

신 시스템과 이에 대한 품질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하

다. 
본고에서는 IP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최초의 서비스

인 PoC(PTT over Cellular) 서비스를 기반으로 조선산업

에서 통합통신(Unified Communication)을 지향하기 위
하여, 강재로 인한 매우 열악한 비가시거리(NLOS)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엔
터프라이즈 PoC 을 기반으로 그룹통신의 품질을 측정

하고 평가하였다. 
WiBro 기반 엔터프라이즈 PoC 서비스는 실제적으

로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의 작업자가 통신

할때 지연이 느껴지지 않는 1 초 이내의 그룹통신 지
연시간에 대해 상기 서비스를 분석하였으며, 이론 상
으로는 충분히 제공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2. WiBro 서비스 

ETRI 내에서 그룹통신을 제공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 성능과 품질을 측정해 본 결과, 완전한 상용 

WiBro 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은 실측한 데이터 이며, 실외의 경우 보행, 30 
km 이내의 속도 및 이상의 속도에서 측정하였다. 

 <표 1> ETRI WiBro 망 성능측정 결과 

 다운로드 

(Mbps) 

업로드 

(Mbps) 

Ping 

(ms) 

실내 3.13 0.792 102

실외 3.76 1.62 97

다운로드의 경우 WiBro 망이 목적인 휴대 인터넷 
기능을 제공하도록 3 Mbps 이상의 속도가 나왔으나, 
업로드의 경우 실내에서는 최소 성능에 가깝고, 실외

의 경우 최대 성능에 맞게 나왔으며 실외가 더 우수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는 VoIP 의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

제적으로 Skype 단말을 이용하여 실내와 실외의 이동 
상황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표 2> VoIP 성능 측정 

 Jitter (ms) Roundtrip(ms) 

고정통화 40 ~ 60 180 ~ 210

이동통화 90 ~ 100 175 ~ 185

 이동통신에서 VoIP 의 단대단 접속지연 시간인 
200 ms 보다 실외의 이동통화인 경우에 훨씬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룹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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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통신은 다수의 사용자가 주어진 목적을 수행하

기 위해 정해진 방법인 PTT(Push-to-talk) 방법으로 서
로 의사 소통하는 것이다. PTT 는 자원과 비용의 효율

성 때문에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반이중 및 일대다 방
식의 음성 그룹 통신 방법이다. 

PTT 통신은 실제적으로 군통신, 경찰, 보안, 재난, 
비상 이동통신 방법으로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PTT
는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 정의된 IMS (IP 
Multimedia Subsystem) 기반 서비스로 PoC(Push-to-talk 
over Cellular)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PoC 서버는 IMS 기반의 확장성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 제어 PoC 서버와 참여 PoC 서버로 기능을 나눌 
수 있으며, 제어 PoC 서버는 해당 도메인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또한 세션 처리는 중앙에서 미디어 배포, 
중앙 흐름 제어, 그룹 세션에 참여한 그룹참여자에 
대한 정책 인가 등을 중앙 집중적으로 제어 PoC 서
버에서 관장한다. 

PoC 의 세션 타입은 4 가지인 one-to-one, ad-hoc PoC 
group, pre-arranged PoC group, chat PoC group 로 나눌 수 
있으며, 세션 설정 타임은 on-demand signalling 과 pre-
established session 으로 나눌 수 있다[1]. 

 

4. 성능 평가 

일반적인 PoC 과 엔터프라이즈 PoC 의 성능과 QoS 
요구사항은 (표 3) 다음과 같다. 

<표 3> PoC 의 성능과 요구사항 

항목 일반 PoC 
엔터프라이즈 

PoC 

발언권(right-to-speak) < 2 sec < 0.5 sec 

발화시작(start-to-

speak) 

< 1.6 sec < 0.3 sec 

단대단 접속지연(end-

to-end channel delay) 

<= 1.6 sec < 200 msec 

음성품질 (voice quality 

MOS) 

3(1-5: 5 가 

최우수) 

>3.5 

Turnaround time 

(그룹통신 지연시간) 

<= 4 sec <= 1 sec 

상기의 요구사항 만족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통신 
지연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엔터프라이즈 PoC 
환경에서 계산한 결과이다. 

그룹통신 지연시간은 유무선 구간의 단대단 접속지

연 시간을 포함하여 PPT 를 시도한 화자가 발화하여 
n 명의 그룹사용자가 그 첫 음성을 모든 그룹이 다 
듣게 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그림 1)은 그룹통신 지연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사
용자가 그룹 청취자에 전달되는 패킷의 흐름과 시간

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PoC 에 대해서는 OMA, 학계에서 연구되

고 있으나[2,3], 엔터프라이즈 PoC 은 요구사항을 만족

하기 위해 Pre-arrange PoC Group 이고, pre-establishment 
session 을 사용하며, 단말에 사용하는 코덱도 AMR 
(Adaptive Multirate)을 사용하며 이 코덱으로 인코더 
최대 시간은 4.9 ms, 디코더 최대시간은 1.6 ms 로 연
구되었다[8]. 

 

(그림 1) 엔터프라이즈 PoC 처리 흐름도 

그룹통신 지연시간 = 음성전달시간 + 

3 개의 음성패킷 인식 x 

(엔코딩시간 + 상태확인 x  n 개의그룹전송 

+ 디코딩 시간 + 패킷 단대단 지연) + 

  음성전달시간 
상기 수식에 200 명의 그룹통신 멤버 수치 대입 결

과 669.5 ms 로 0.7 초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물론 제어 
PoC 서버의 각 그룹에 대한 패킷 처리 능력은 서버

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앞으로의 연구 내용 

WiBro 망 기반으로 엔터프라즈 PoC 을 제공하기 위
한 망 환경과 그룹통신 지연시간 분석을 통해 조선소 
탑재 공정 등 200 명 이상의 그룹통신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나, 성능 측정이 애드혹한 방
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실제 조선소 환경에 적용을 통한 실제적인 
그룹통신의 효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엔터프

라이즈 PoC 의 핵심인 제어 PoC 서버의 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안정적

인 그룹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WiBro 망의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MBS)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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