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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내용은 이동성이 큰 해상 이동형 기지국 상에서 최적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 기지국

들 중 상대적으로 출력 정보 및 위치 정보와 같은 벡터 값이 가장 큰 기지국을 선택하는 방법과 같

은 최적 조건을 찾는 최적 라우팅 방법이다. 

 

1. 서론 

상용 기지국의 위치가 대부분 육상에 고정되어 설
치 되어 있고, 상용 기지국과 상위 제어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연결경로가 설정되어 있어서 상용기지국의 
이동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상용 기지국의 위치가 대부분 육상에 고정되어 설
치 되어 있고, 한번 경로가 설정이 되면 상용 기지국

의 이동이나 철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경로가 대체로 고정되어 관리된다. 단말과 상용기지

국과의 정보는 전용선을 이용한 데이터센터로의 직접 
전송으로 최적경로를 관리하지 않는다. 

라우팅 경로의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상에

서는 기존의 고정된 형태의 상용기지국 정보 전송기

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형 

기지국 상에서의 최적 라우팅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
다. 

 
2. 본론 

이 이동형 기지국 상에서의 최적 라우팅 방법은 육

상 기지국(상용 기지국)과 중간 연결 기지국인 해안 

기지국(UE-2) 그리고 다수의 해상 이동형 기지국(UE-

3-N)들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 기지국(상용 기지국)과 해안 기지국(UE-2)의 

통신은 기존 상용 무선통신(예: WCDMA)서비스를 사용

하고, 해안 기지국(UE-2)과 다수의 해상 이동형 기지

국들간의(UE-3-N) 무선통신은 자체 통신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사용한다. 

해안 기지국(UE-2)는 육상 기지국(상용기지국)과 

통신을 위한 단말시스템과 해상 이동형 기지국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는 해안 기지국(UE-2)

과 통신하고 다른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과 통

신을 위한 단말시스템과 해상 이동형 기지국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 기지국(UE-2)과 해상 이동형 기지국간(UE-3-

N) 정보교환을 통해 해안 기지국(UE-2)의 출력정보와 

위치정보를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을 통해서 알

아내고, 해상 이동형 기지국 상호간(UE-3-N) 정보교

환을 통해 정보를 요청한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

N)의 출력정보와 위치정보를 상대방 해양 이동형 기

지국(UE-3-N)을 통해서 알아낸다. 

해안 기지국(UE-2)과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

간의 출력정보는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에 장착

된 다수의 단말시스템의 동기화 신호를 통해서 측정

되며, 다수의 단말시스템에서 측정된 신호의 정합정

보와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의 위치정보를 해안

기지국(UE-2)로 전송하고, 또한 해상 이동현 기지국

(UE-3-N) 자신과 이웃해 있는 다른 해상 이동형 기지

국(UE-3-N)의 정합정보를 포함해서 전송한다.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간의 출력정보는(예 마

스터 UE-3-1 이 UE-3-2 에게 요청하는 마스터 UE-3-1

의 출력정보)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2)에 장착된 

다수의 단말시스템의 동기화 신호를 통해서 측정되며, 

다수의 단말시스템에서 측정된 신호의 정합정보와 해

상 이동형 기지국(UE-3-2)의 위치정보를 마스터 해안 

기지국(UE-3-1)로 전송하고, 또한 해상 이동현 기지

국(UE-3-2) 자신과 이웃해 있는 다른 해상 이동형 기

지국(UE-3-N)의 정합정보를 포함해서 전송한다. 

기지국 상호간의 정보전달을 위한 테이블의 생성은 

최초 상호 동기화 과정에서부터 생성되며, 기지국에

서 생성된 이 테이블을 통한 정보의 요청에 의해 기

지국의 출력정보와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된다.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들의 특징인 이동성으

로 인하여 다수의 단말시스템에서 측정된 신호의 정

합정보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해안 기지국(UE-2) 

및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들간의 상호 정보전달

을 위한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상호간 그리고 해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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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UE-2)과 마스터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1)간

의 출력정보와 위치정보는 중복 정보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해당정보를 관리하는 기지국(해상/

해양)의 Master Controller 테이블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 수정 등을 통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한

다. 

해안 기지국(UE-2)와 해상 이동성 기지국(UE-3-N)

의 통신망 구조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회선을 상호 연

결 시키는 Tree 형을 사용한다. 

해안 기지국(UE-2)은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

에 장착된 다수의 단말 시스템의 동기화 신호를 통해 

측정된 출력 정보들을 통하여 해안 기지국(UE-2)과 

출력 정보가 가장 큰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과 

연결한다. 해안 기지국(UE-2)와 연결된 해상 이동형 

기지국 UE-3-N 은 마스터 해상 이동형 기지국으로 명

시해 다른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과 차별화 한

다. 

기존에 마스터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1)이 해안 

기지국(UE-2)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해

상 이동형 기지국(UE-3-2)의 다수의 단말시스템에서 

측정된 정합정보(출력정보와 위치정보)가 기존의 마

스터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1)의 정합정보 보다 

크다면 기존 마스터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1)의 

역할을 해안 기지국(UE-2)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해

상 이동형 기지국(UE-3-2)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2)가 마스터 

해상 이동형 기지국으로 변환되지 않고 해안에 접안

되어 사용기지국과 통신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안기지국(UE-2)은 새로운 기지국에 대한 라우팅 정

보를 지우고 독립적으로 상용 기지국과 통신할 수 있

도록 한다. 

해안 기지국(UE-2)과 연결된 마스터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1)은 주변 다른 해상 이동형 기지국(UE-

3-N)에 장착된 다수의 단말 시스템의 동기화 신호를 

통해 측정된 출력 정보들을 통하여 출력 정보가 가장 

큰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을 선택하여 연결하고 

그 정보를 마스터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1)의 정

합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에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테이블을 마스터 해상 이동형 기지

국(UE-3-1)에서 해안 기지국(UE-2)으로 송신한다.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 육상기지국(상용 기

지국) 그리고 해안 기지국(UE-2)간의 무선 통신이 이

루어 질 때 모든 정합정보를 각각의 기지국에서 테이

블로 관리하고, 이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의 

시작 기지국과 최종 목적 기지국까지의 최적 경로를 

산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의 시작 기지국에서 최종 목적 기지국까지의 

최적 라우팅 정보 산출을 위한 방법은 시작 기지국, 

중간 기지국, 최종 목적 기지국까지 포함하는 모든 

기지국들의 출력 정보와 위치 정보와 같은 정합정보

들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최적 경로 값을 구한다.  

예를 들어 정합 정보 중에서 위치정보는 해당 기지

국의 지리적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고, 

출력정보는 두 기지국간의 무선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통신효율성을 표시하며, 출력정보의 크기가 클수록 

두 기지국간의 무선환경이 더 좋다는 의미로 해석한

다. 

최적 경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작기지국과 최종 

목적 기지국사이의 연결경로를 최소화하고, 무선환경

이 최고인 경로를 선택하여 다양한 후보군 경로를 도

출한 다음, 도출된 후보군중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

서 최적경로로 선택한다.  

 

 

그림 1. 육상 기지국/해안 기지국/해상 이동형 기지

국 무선 통신 전체 구조 

 

3. 결론 

이동성이 큰 해상 이동형 기지국 상에서 최적 라우

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 기지국들 중 상대적으로 출
력 정보 및 위치 정보와 같은 벡터 값이 가장 큰 기
지국을 선택하는 방법과 같은 최적 조건을 찾아서 최
적 라우팅 방법이다. 

이러한 라우팅 방법을 더욱 개선시켜 해상 이동형 
기지국 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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