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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육상 기지국(상용 기지국)과 해안 기지국(UC-2), 해상 이동형 기지국(UE-2-N, 예: 선
박)과의 무선 통신 라우팅 정보 산출을 위한 ad-hoc 통신과 관련한 것이다. 육상 기지국(상용기지국)
과 해안 기지국(UE-2)과의 연결 경로, 해안 기지국(UE-2)와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과의 연결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지국(UE-2/UE-3-N)들의 출력 정보와 위치정보(벡터 값으로 표현)
를 이용한 최적 라우팅 정보 산출 확대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1. 서론 

본 시스템은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 상호간, 그
리고 해안 기지국(UE-2)와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
N)간의 출력 정보(주파수, 대여폭 등)와 위치정보를 
활용한 정합정보를 통해 최적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
고 각각의 이동형 기지국(UE-2/U-3-N)들이 갖고 있는 
최적 라우팅 경로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라우팅 경로의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해상에서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최
적의 경로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지국에
서 각각의 최적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송 
중에 경로가 끊길 경우 새로운 경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2. 본론 

2.1 종래의 기술 
종래의 기술은 상용 기지국의 벡터가 대부분 고정되
어 있고, 상용기지국과 상위 제어시스템과의 직접적
인 연결 경로가 설정되어 있어서 상용기지국의 이동
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상용기지국의 벡터가 대부분 육상에 고정되어 설치되
고 있고, 한번 경로가 설정되면 상용 기지국의 이동
이나 철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경로
가 대체로 고정되어 관리된다. 단말과 상용기지국과
의 정보는 전용선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로의 직접 전
송으로 최적경로를 관리하지 않는다. 
종래 기술의 문제점은 라우팅 경로의 변경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해상에서는 기존이 고정된 형태의 상
용기지국 정보 전송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해상 기지국(UE-2)에서 모든 경로 정보를 알고 있게 
될 경우 해상 기지국(UE-2)가 고장이 나게 된다면 시
스템 전체가 경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
문에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이동형 기지
국(UE-2/UE-3N0 들이 각각의 기지국에 맞는 경로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2.2 해상 이동형 기지국 
본 논문은 육상 기지국(상용기지국)과 중간 연결 기지
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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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신은 기존 상용 무선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해안 
기지국(UE-2)과 다수의 해상 이동형 기지국들간의 
(UE-3-N) 무선 통신은 자체 통신 서비스망을 구축하
여 사용한다. 
해안 기지국(UE-2)는 육상기지국(상용기지국)과 통신
을 위한 단말시스템과 해상 이동형 기지국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 기지국(UE-2)는 해안 기지국(UE-2)과 통신하고 
다른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과 통신을 위한 단
말 시스템과 해상 이동형 기지국 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해안 기지국(UE-2)과 해상 이동형 기지국간(UE-3-N) 
정보교환을 통해 해안 기지국(UE-2)의 출력정보와 위
치정보(벡터 값으로 표현)를 해상 이동형 기지국(UE-
3-N)을 통해서 알아내고, 해상 이동형 기지국 상호간
(UE-3-N) 정보 교환을 통해 정보를 요청한 해상 이동
형 기지국(UE-3-N)의 출력정보와 위치정보를 상대방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을 통해서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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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기지국(UE-2)과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간
의 출력정보는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에 장착된 
다수의 단말시스템의 동기화 신호를 통해서 측정되며, 
다수의 단말시스템에서 측정된 신호의 정합정보와 해
상 이동형 기지국(UE-3-N)의 위치정보(벡터 값으로 
표현)를 해안기지국(UE-2)로 전송하고, 또한 해상 이
동형 기지국(UE-3-N) 자신과 이웃해 있는 다른 해상 
이동형 기지국(UE-E-N)의 정합정보를 포함해서 전송
한다. 
해상 이동형 기지국(UE-3-N)간의 출력정보는 해상 이
동형 기지국(UE-3-2)에 장착된 다수의 단말시스템의 
동기화 신호를 통해서 측정되며, 다수의 단말시스템
에서 측정된 신호의 정합정보와 해상 이동형 기지국
(UE-3-2) 자신과 이웃해 있는 다른 해상 이동형 기지
국(UE-3-N)의 정합정보를 포함해서 전송한다. 
 
2.3 최적 경로 설정 과정 
Data의 구조는 Double Linked List방법으로 주변 기지
국들과 기본적으로서 연결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연결된 기지국을 기준으로 해당 각 기지국들에 연결
된 Neighbor 기지국들을 하위 단계로 두어 해당 
Neighbor 기지국들의 연결 상태를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는 각 연결된 Neighbor 기지국들은 그 기지국과 
연결한 Child 기지국과 연결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
으로 하여 기본 연결단계에서의 최하위 단계까지 총 
3단계 구성이 되도록 한다. 
우선순위 가중치는 First Hop 이 가장 높게 설정되고, 
Third Hop 이 가장 낮게 설정되도록 한다. 기지국 연
결 정보는 벡터 값이 큰 것을 우선으로 하여 연결을 
시키며, 벡터 값이 변경 시마다 해당 연결 정보가 바
뀌도록 한다. 
해당 데이터 내용 및 구조의 순서는 같은 Hop 단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내용 및 구조 
변경이 이루어 졌을 시 변경이 이루어 진 데이터에 
연결된 하위 데이터들도 같이 움직이도록 한다.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구조체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내용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계별 기지국의 연결 구조 변경은 다른 단계의 기지
국 연결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상〮하위 단계
에서 직접 연결된 기지국들 간의 연결 상태는 해당 
기지국들의 연결 정보의 추가, 삭제, 변경과 같은 이
벤트가 일어나서 해당 기지국들의 연결 상태가 변경
이 일어날 시에만 직접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기지국의 연결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기지국
들의 연결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 기지국 별로 Master Controller 가 해당 기지국의 
Data 구조를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지국은 자신을 중
심으로 Triple Link 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ata 구조
를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지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Triple Link 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ata 구조를 설정
하고 연결 상태를 관리하도록 한다. 
모든 Hop 단계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같은 Hop 단
계에서 Hop 기지국들을 연결하여 관리할 시 벡터 값
이 큰 순으로 하여 내림차순 Sorting 방법을 사용하도

록 한다. 
모든 UE-N(UE-2, UE-3)이 최적 라우팅 정보를 결정하
는 주최가 되며, 각 UE-N 은 각각의 라우팅 table 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독립적인 UE-N 들은 3 단계 Hop
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지국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기지국들의 정보를 갖고 있도록 한다. 이
러한 연결 방법에 따라서 UE-N의 Table은 연결된 범
위에 따라서 모든 혹은 부분 기지국들의 라우팅 정보
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최적 경로는 위치정보와 출력정보를 필요로 한다. 위
치 정보는 각 기지국들이 자신의 GPS 수신 안테나를 
통해 위치 정보를 취득하며, GPS 이용은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통신으로 사용하는 방
법은 가능하면 배제한다. 
출력정보는 Triple Linked List를 이용하여 옆 기지국에
서 수신하는 방법과 옆 기지국으로부터 가져오는 방
법이 있다. 그 중 옆 기지국에서 수신하는 방법은 
Triple Linked List 구현 방법 중 First Hop 과 Second 
Hop 을 연결한 부분이며, 옆 기지국의 옆에 있는 기
지국으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은 Triple Linked List 구현 
방법 중 Second Hop과 3단계를 연결한 부분이다. 
Data 구조의 우선순위는 Base Hop 이 가장 높고 단계
가 하위로 내려갈 때마다 Data 구조에서의 우선순위
는 내려간다. 또한 벡터 값이 큰 기지국이 우선순위
가 높으며, 벡터 값이 같을 경우는 출력 정보가 큰 
값을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 
Data 구조의 횡축과 종축의 동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는 아래와 같다. 
Data 구조의 우선순위 변경 순위는 pre<->next 를 먼저 
변경하고, parents<->child를 그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위치정보의 값이 같을 경우는 위치정보보다는 출력정
보의 비중을 높게 설정한다. 동일한 위치정보일 경우 
출력정보와 위치정보의 상대적인 가중치 비중이 출력
정보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단계별 기지국의 연결 구조 변경은 다른 단계의 기지
국 연결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상하위 단계에
서 직접 연결된 기지국들 간의 연결 상태는 해당 기
지국들의 연결 정보의 추가, 삭제, 변경과 같은 이벤
트가 일어나서 해당 기지국들의 연결 상태가 변경이 
일어날 시에만 직접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해당기지
국의 연결 상태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기지국들의 
연결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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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riple Linked List 

3. 결론 

최적 경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작기지국과 최종 
목적 기지국사이의 연결경로를 취소화하고, 무선환경
이 최고인 경로를 선택하여 다양한 후보군 경로를 도
출한 다음, 도출된 후보군 중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
아서 최적경로를 선택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Hop 의 수는 적으면서 출력정보는 
크고 위치정보가 작은 값을 선택하여 최적 값을 찾으
면 그 해당 경로로 시작 기지국에서 목적 기지국까지 
가도록 한다. 
또한 경로 선택 시 Hop 의 수 대비 벡터 값의 크기에 
대한 비율이 다른 경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해당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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