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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통신기술은 연결 심의 IoT 시 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oT 기기 간 데이터 통신을 

해 Bluetooth, NFC와 같은 기술이 활용되지만,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 비가청주 수를 활용한 데이터 

통신 연구는 기존의 무선통신기술이 가지는 모듈 의존성, OS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 다.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는 소량 데이터만 송 가능하고, 데이터 송량을 늘릴 경우 송시간 비 효율이 낮았다. 
본 논문에서는 비가청주 수를 활용하여 량의 비트를 여러 개의 임으로 나 어 연속 으로 

송하기 한 통신 로토콜을 제안한다. 이는 소량 데이터를 송하는 기존 연구 결과의 높은 정확도

와 함께 송신부와 수신부의 유기 인 상호작용을 통해 량의 데이터 송에 합한 알고리즘이다. 

1. 서론

   IoT 기기의 보 률은 스마트폰의 보 과 함께 증가하

고, 2020년에는 모바일 기기  가장 높은 보 률을 기

록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1]. Bluetooth, WiFi, NFC 등

과 같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의 발 은 IoT 시장의 활성

화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2].

기존의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에서는 모듈 의존성과 OS 

종속성으로 인해 데이터 통신에 제약이 존재한다. 기기 간

의 데이터 통신 제약을 극복하고자 18kHz 이상의 주 수

를 근거리 통신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 이 연

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소량의 데이터만 송 가능하고, 

송량을 늘릴 경우, 송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지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량의 데이터 통신에 합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송신부

는 량의 비트를 여러 개의 임으로 나 어 연속 으

로 송한다. 수신부는 단일주 수를 활용한 오류 제어를 

통해 송신부와 유기 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비가청주

수를 활용한 데이터 통신 연구에 해 설명한다. 3장에

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추후연구에 해 설명한다.       

2. 련 연구

2.1 비가청주 수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제어 기술 [3]

이 기술은 원격에서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19kH, 

22kHz의 베이스 시그 과 한 개의 임의의 컨트롤 시그

을 동시에 송한다. 신호를 받는 기기에서 일정 시간 이

상 신호를 인식하면 송받은 명령을 수행한다. 의 방법

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노이즈가 인식되거나 일부가 손실

되더라도 정상 으로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나 기

기를 컨트롤하는 것에 이 맞춰져 많은 데이터 송에 

사용하는 것은 부 합하다.

2.2 언더 샘 링과 FFT를 이용한 정  신호의 실시

간 주 수 검출 [4]

이 연구에서는 주 수 범 가 넓은 정  입력신호에 

해 언더 샘 링 기법과 F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입력

주 수를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하기 해서 나이키스트 조건

(Nyquist condition)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입력 주

수가 높아 나이키스트 조건을 반하는 경우 입력신호에 

해 언더 샘 링하고 FFT를 활용하여 구한 스펙트럼 정

보로부터 입력 주 수를 검출하게 된다. 이는 아날로그 신

호를 복원할 수 있는 조건과 FFT를 용하여 입력 주

수를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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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량의 데이터 송을 한 알고리즘

3.1 개요

기존 비가청주 수를 활용한 데이터 통신 메커니즘은 

오직 40비트만을 송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신호생성

방식은 각 비트에 맵핑된 주 수를 혼합하는 주 수 혼합 

방식을 사용한다. 

량의 데이터를 송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량의 데이터를 40비트씩 나 어 기존 메

커니즘을 반복 으로 용한다. 기존 메커니즘의 확장은 

송신부와 수신부의 싱크조정문제, 데이터 인식 오류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싱크조정 문제

를 통신  미리 규약 된 로토콜로 Synchronization을 

통해 해결한다. 데이터 인식오류 문제는 오류 여부를 주

수 역이 다른 단일 주 수 신호를 활용하여 해결한다.   

3.2 Synchronization

량의 데이터를 40 비트씩 나 어 데이터를 보내는 과

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싱크가 맞지 않으면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에 통신이 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해 

통신  미리 규약 된 로토콜이 필요하다.

송신부와 수신부의 싱크를 맞추기 해 바로 송을 시

작하지 않고 수신부가 데이터를 요청해야 송신을 시작한

다. 그림 2와 같이 송·수신부는 나눠진 40 비트의 임

마다 약 300ms의 시간을 사용하여 싱크를 맞춘다. 송신부

는 300ms 시간  230ms 동안 데이터를 송신하고, 70ms

의 시간 동안 수신부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제 로 송받

았는지를 검사한다. 수신부는 300ms의 시간  230ms 동

안 데이터를 수신하고 70ms 동안 송신부로 데이터의 오

류 유무를 송한다.

(그림 1) 량의 데이터 송 메커니즘 

3.3 Error Control

Go Back N 로토콜의 ACK는 다음 패킷의 번호를 포

함하여 송신부로 달한다[5]. 하지만 본 시스템의 수신부

는 번호 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해 직

에 받은 패킷의 오류 여부를 1 는 0으로 표시하여 송

신부로 달한다. 그림 2과 같이 1은 19kHz의 단일 주

수를 포함하는 신호, 0은 18kHz의 단일주 수를 포함하는 

신호로 수신부는 둘  하나의 신호를 송신부에게 70ms 

동안 달한다.

(그림 2) 데이터 송수신 오류 제어 

하나의 임에서 오류는 최  3번까지 허용되며 수신

부는 반복 으로 같은 임을 요청할 수 있다. 3번 오류

가 났을 경우에는 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해 이 에 받

은 3개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올바른 값으로 추정되는 데

이터를 추출한다.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비가청주 수를 활용하여 량의 비트를 

여러 개의 임으로 나 어 연속 으로 송하기 한 

통신 로토콜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단일 송 알고리

즘을 확장한 것으로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량

의 데이터를 송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비가청

주 수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

고 다양한 분야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

리즘을 구체 으로 용할 수 있는 랫폼을 개발  테

스트하고 량의 데이터 송에 효율 인 데이터 인식방

법을 고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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