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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연속 인 트래픽 요구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선박 백본 네트워크의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방안

을 연구하 다. 제안한 기법은 트래픽 포워딩 경로의 변경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트래픽 포워딩 경로의 평균 홉 수

를 최소화하여 선박 백본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제안한 재구성 기법의 성능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속

인 재구성 처리 과정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a series of logical topology reconfiguration processes corresponding to a series of traffic demand changes in a ship 

backbone network. The proposed reconfiguration technique is to minimize costly changes of traffic forwarding paths and minimize the average 

hop distance of traffic forwarding paths in terms of ship backbone network  performance simultaneously. Performance evaluation is conducted 

to illustrate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reconfiguration technique. It shows that the proposed reconfiguration technique yields efficient 

performance in the entire series of reconfigur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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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제 무역의 약 90%가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유럽 해외 무역의 90%와 유럽 내 산업의 약 40%는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그리고 비벌크 

(Non-bulk) 국제 운송의 약 90%가 최  20피트 표  컨테

이  15,000개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  선박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재 IT 융합 기술을 용한 지능형 컨테이

는 센서 네트워크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사용하

여 컨테이  내부 상황  컨테이 의 재 치 등을 실

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선박 백본 네트워크는 

15,000개의 지능형 컨테이 와 연동하여 용량 센싱 데

이터를 처리  리할 수 있어야 한다. TRITON 로젝

트에서는 선박과 선박 그리고 선박과 근거리 항만 지역 

간 고속 통신망을 제공하는 고속 해양 메쉬 네트워크 

(High Speed Maritime Mesh Networks)의 개발  선박 백

본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연구한다 [2]. 한편, “Cruise 

Market Watch" 뉴스 기사에 의하면, 크루즈선은 재 

 산업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2010년에는 294억 

달러  1,9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 고, 앞으로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와 함

께 승객들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IT 장비의 증가와 

Skype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증가로 인하여 선박 

산업에서 선박 백본 네트워크 분야는 매우 요한 신성

장 기술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기 된다. 이에 기존 

고정 선박 장치들의 트래픽 패턴만을 고려한 선박 백본 

네트워크는 향후 동 으로 변화 가능한 트래픽 패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선박 백본 네트워크의 표 과 련된 IEC 

61162-450 [3]과 NMEA OneNet [4]에서는 물리 통신망 

환경으로 기가비트 이더넷과 통신망을 사용하며, 멀

티캐스트 트래픽을 허용하기에 선박 백본 네트워크에

서 처리해야 하는 트래픽의 양이 격히 증가될 수 있다. 

특히 NMEA OneNet은 선박 장치들이 선박 백본 네트워

크에 동 으로 참여하거나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허용

한다. 따라서 선박 백본 네트워크의 구성이 임의로 변경

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트래픽 패턴이 동

으로 변화될 수 있다. 선박 백본 네트워크는 물리 토폴로

지와 논리 토폴로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논리 토폴

로지는 소스 노드와 목 지 노드간의 트래픽을 달하

는 포워딩 경로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트래픽 요구

량이 요구되는 경우 논리 토폴로지의 형상을 재구성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논리 토폴로지를 재구성하는 과정

에서 차후에 연속 으로 계속 발생되는 트래픽 변화량

을 고려하지 않고 재 시 의 트래픽 요구량만을 고려

하는 경우, 이 에 설정된 트래픽 포워딩 경로에 한 변

화가 계속 으로 빈번하게 발생되어 네트워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속

으로 변하는 트래픽 변화를 고려하여 논리 토폴로지의 

재구성 변화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네트워크 비용  성

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 다. 논리 토폴로지 재

구성의 실행 시 과 실행 방법을 결정하는 논리 토폴로

지 재구성 정책을 제안하여 연속 인 트래픽 변화에 따

라 계속 으로 최 의 논리 토폴로지를 생성할 수 있도

록 하 다.

참조 논문 [5]는 네트워크에서 처리해야 하는 트래픽

의 양에 변화가 발생되면 트래픽 과부하를 재조 하는 

네트워크 재구성 기법을 제안하 다. 이 기법에서는 네

트워크 체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포워딩 경로의 재설

정 횟수를 감소시키고자 하 다. 참조 논문 [6]은 네트워

크 재구성에서 요구되는 포워딩 경로의 재설정 횟수 

비 트래픽 부하 분산 수  비율에 한 상충 인 

(tradeoff) 계를 분석하 다. 이 기법에서는 네트워크 

부하가 최 인 노드 신 네트워크 부하가 최소인 노드

를 포함하도록 포워딩 경로를 재설정하여 네트워크 부

하를 하게 분산하고자 하 다. 선박 백본 네트워크

의 성능 인자로는 포워딩 경로의 평균 홉 수와 평균  

지연 시간, 그리고 최  네트워크 이용률과 네트워크 트

래픽 패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참조 논문 [7]에서는 포

워딩 경로의 평균 홉 수와 평균  지연 시간의 최소화

를 고려하 다. 참조 논문 [8]에서는 네트워크 자원의 이

용률을 최 화하여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동안 발생

될 수 있는 트래픽 송 단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참조 논문 [9]에서는 다음 트래픽의 패턴을 미리 

측하여 네트워크의 논리 토폴로지를 재구성하 다. 지

까지 살펴본 논리 토폴로지의 재구성 기법은 오랜 시

간 동안 동 으로 계속 변하는 트래픽 요구량을 고려하

지 않고 재 시 의 트래픽 요구량만을 고려하여 네트

워크 재구성을 수행하 다. 따라서 연속 인 트래픽 요

구 변화에 처할 수 있는 논리 토폴로지의 재구성에 

용하기는 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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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  함수의 설계

이 장에서는 선박 백본 네트워크의 논리 토폴로지 재

구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2개의 목  함수인 트래픽의 평

균 홉 수를 최소화하는 MAHN (Minimize Average Hop 

Number)와 트래픽을 달하는 포워딩 경로의 변경 수를 

최소화하는 MFPC (Minimize Forwarding Path Change)를 

기술하 다. 평균 홉 수는 단  트래픽 당 경유되는 평균 

홉 수를 나타낸다. 먼  2개의 목  함수를 동시에 고려

하는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논리 토폴로지를 재구성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 목  

함수 MAHN의 최  결과를 생성하는 동안 다른 목  함

수 MFPC는 제약 조건으로 설정된다. 두 번째 과정에서 

목  함수 MFPC의 최  결과를 생성하는 동안 다른 목

 함수 MAHN은 제약 조건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과정은 최  해 혹은 종료 조건이 만족

될 때까지 반복 수행된다.

목  함수 MAHN은 트래픽을 목 지까지 달하기 

해 거쳐 가는 경로 홉 거리를 최소화하여 노드를 포함

한 네트워크의 비용과 지연 시간을 감소시켜 선박 백본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한 트래픽을 달하

는 경로의 홉 수가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링크의 용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생존 가능성 측면에서도 

경로 홉 수가 짧을수록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될 확률이 

작아진다. 선박 백본 네트워크에서 논리 토폴로지를 재

구성하기 해서는 논리 토폴로지의 구성 요소인 포워

딩 경로의 변경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부가 인 오버

헤드와 비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포워딩 경로의 변경 

요구가 증가할수록 포워딩 경로 변경 동안 네트워크 서

비스의 단 이 증가하며, 스 치 내에 버퍼링된 데이터

의 손실 혹은 지연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목  함수 

MFPC는 재설정되는 포워딩 경로의 변경 횟수를 최소

화한다.

목  함수 MFPC에서 포워딩 경로를 변경하는 순서

는 트래픽의 평균 홉 수를 고려하는 목  함수 MAHN의 

성능에도 향을 미치며, 이는 향후 연속 으로 발생될 

수 있는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시 의 요성을 보여

다. 를 들어 T를 체 트래픽 요구량이라고 표기하고, 

n 번째 논리 토폴로지의 재구성 후에 노드 s와 노드 d까

지 2개의 포워딩 경로 FP1과 FP2가 있다고 가정한다. 포

워딩 경로 FP1과 FP2는 각각 1만큼의 트래픽 용량과 x 

홉과 y 홉으로 구성되며, x > y 조건을 가진다. (n+1) 번째 

논리 토폴로지 구성에서 노드 s와 노드 d까지 1홉으로 

구성된 포워딩 경로 FP3이 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논

리 토폴로지 구성 방식은 먼  포워딩 경로 FP1에서 

달되고 있는 1만큼의 트래픽 용량을 포워딩 경로 FP3에 

할당한다. 

이때 포워딩 경로의 변경 횟수는 1이 되고, 평균 홉 

수는 (y+1)/T가 된다. 그리고 포워딩 경로 FP2에서 달

되고 있는 1만큼의 트래픽 용량을 포워딩 경로 FP3에 

할당하면, 포워딩 경로의 변경 횟수는 2가 되고, 평균 홉 

수는 (1+1)/T가 된다. 이와는 다른 두 번째 논리 토폴로

지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n+1)번째 논리 토폴로지 

구성에서 포워딩 경로 FP2에서 달되고 있는 1만큼의 

트래픽 용량을 포워딩 경로 FP3에 할당한다. 이때 포워

딩 경로의 변경 횟수는 1이 되고, 평균 홉 수는 (x+1)/T가 

된다. 그리고 포워딩 경로 FP2에서 달되고 있는 1만

큼의 트래픽 용량을 포워딩 경로 FP3에 할당하면, 포워

딩 경로의 변경 횟수는 2가 되고, 평균 홉 수는 (1+1)/T가 

된다. 첫 번째 놀리 토폴로지 구성 방식과 두 번째 논리 

토폴로지 구성 방식의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포워딩 

경로 FP1이 FP3으로 바 는 경우와 FP2가 FP3으로 바

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y+1)/T < (x+1)/T 이므로 목  

함수 MAHN  에서 첫 번째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 다.





∙





                   (1)

목  함수 MAHN을 기술한 수식 (1)에서 Tsd는 소스 노

드 s와 목 지 노드 d간의 트래픽 용량을 나타낸다. 

는 소스 노드 s와 목 지 노드 d간의 포워딩 경로

에 포함되는 홉 구간 m-n을 나타낸다. 수식 (1)은 Tsd 비 

  비율을 최소화하여 소스 노드 s와 목 지 노드 d

간의 트래픽이 거쳐 가는 평균 홉 수를 감소시킨다. 수식 

(2)는 목  함수 MFPC를 기술하 다. 







        (2)

수식 (2)는 n번째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에서 소스 노



선박 백본 네트워크의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기법

925

드 s와 목 지 노드 d간의 포워딩 경로 FP(n)sd,mn이 거쳐 

가는 홉 구간 m-n과, n+1 번째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에

서 포워딩 경로 FP(n+1)sd,mn이 거쳐 가는 홉 구간 m-n간

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지 까지 살펴 본 2개의 목 함

수인 MAHN과 MFPC는 서로 상충 인 계이다. 를 

들어, 트래픽의 평균 홉 수를 최소화하기 해 이  논리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있는 포워딩 경로의 많은 변경이 

요구될 수 있다. 한 포워딩 경로 변화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홉 수가 많은 기존의 포워딩 경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2 개의 목  함수들은 상호 비

지배  (Non-dominated) 집합 (Pareto Front) 해을 생성하

기 때문에 이들 에서 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해를 

선출하고 재구성 실행 시 을 결정할 수 있는 논리 토폴

로지 재구성 기법이 필요하다.

Ⅲ.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기법의 동

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2 개의 목  함수, MAHN과 

MFPC로부터 비지배  집합 해를 생성하기 해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10]. 그리고 비지배  집합에서 

최  해를 선출하고,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의 시   실

행을 결정하는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정책 과정은 제안

한 MDA (Markov Decision Action) 모델을 통해 수행된다. 

먼  비지배  집합 해를 생성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 

구 한 유 자 알고리즘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단계에서 트래픽 요구량에 의해 구성되는 논

리 토폴로지를 염색체 (Chromosome)로 표 하 다. 염

색체는 N×(N-1) 스트링으로 표 되며, N은 선박 백본 네

트워크의 체 노드 수를 나타낸다. 염색체 내의 각 셀들

은 노드 s부터 노드 d간의 포워딩 경로를 달하는 노드 

s의 스 치 입출력 포트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셀의 값

은 논리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체 포워딩 경로 집합 

에서 해당 포트를 통해 달되는 포워딩 경로의 인덱스 

리스트를 나타낸다. 주어진 트래픽 요구에 한 기 

체 포워딩 경로 집합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서 각 링크

의 거리를 1로 설정하여 구 한 최단 홉 경로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생성하 다.

그림 1. 염색체 구성
Fig. 1 Chromosome structure

그림 1은 각 노드의 입출력 포트가 4 개인 상황에서 

논리 토폴로지를 염색체로 인코딩하 다. 그림 1의 

시 [A]에서 2 번째 스트링의 2 번째 셀은 체 포워딩 경

로 집합 에서 2 번째 포워딩 경로가 노드 1과 노드 3간

의 트래픽 달을 담당하며, 노드 1의 2번째 포트를 사

용한다. 해당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셀의 값은 0으

로 설정한다. 최단 홉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 

체 포워딩 경로 집합을 생성한 후에 한 세 에서 다음 

세 로 해지는 후보 해들을 선택한다. 후보 해의 선

택 방법은 토 먼트 선택 방식을 사용하 다 [10]. 교차

와 변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해를 해집단에 

추가하고 기존 해  열등한 해를 가려내서 제외시키는 

토 먼트 선택 과정을 수행하여 상호 비지배  해집합

을 생성한다. 

해집합을 생성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 목  함수 

MAHN의 최  결과를 생성하는 동안 목  함수 MFPC

는 제약 조건으로 설정된다. 두 번째 과정에서 목  함수 

MFPC의 최  결과를 생성하는 동안 목  함수 MAHN

은 제약 조건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이  해집합

보다 나은 해집합을 생성할 수 없거나 설정된 반복 횟수

가 만족될 때까지 반복 수행된다. 

유 자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비지배  집합 해로

부터 합한 해결책을 선택하여 재구성 정책 과정을 수

행하는 MDA 모델은 (1) 논리 토폴로지 상태의 집합, (2) 

재구성 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집합, (3) 트래픽 

변화와 행동에 따라 다음 상태의 논리 토폴로지로 구성

되는 이 확률 (Transition Probability), 그리고 (4) 재구

성 행동을 수행하 을 때 받는 보상과 비용로 구성된다. 

보상은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과정에서 수행한 행동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제안한 MDA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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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서 사용되는 논리 토폴로지의 상태는 (AvgHop, Util)

로 표 된다. AvgHop은 목  함수 MAHN을 통해 생성된 

결과를 나타내며, Util은 선박 백본 네트워크에 한 논

리 토폴로지의 이용률 (Utilization)을 나타낸다. 논리 토

폴로지의 이용률은 수식 (3)과 같다.




×
××    (3) 

수식 (3)은 선박 백본 네트워크에서 포워딩될 수 있는 

체 트래픽 양 비 생성된 논리 토폴로지에서 포워딩

되는 트래픽 용량에 한 비율을 의미한다. 수식 (3)에서 

SW (Switch) 는 체 스 치 노드의 수를 나타낸다. P 

(Port)는 스 치 포트의 수를 나타낸다. FPC (Forwarding 

Path Capacity)는 포워딩 경로가 송할 수 있는 최  트

래픽 용량을 나타낸다. 목  함수 MAHN을 기술한 수식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sd는 소스 노드 s와 목 지 노

드 d간의 트래픽 용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선박 백본 네

트워크의 용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는 한, SW와 P  FPC 

값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리 토폴로지의 이용

률은 ParetoValue와 Tsd값에 의존 이다. ParetoValue는 

비지배  집합해 에서 MDA의 행동에 의해 선출되는 

특정 해를 나타낸다. 논리 토폴로지의 재구성 동안 논리 

토폴로지의 이용률을 최 화하기 해서는 더 많은 포

워딩 경로에 한 변화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포워딩 

경로 변화를 최소화하는 목  함수와 서로 상충 인 

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충된 계로 인하여 상호 비지

배  집합해가 생성된다. 

그림 2. 5개의 행동 집합으로 구성된 비지배  집합해
Fig. 2 Pareto front with five actions

그림 2는 비지배  집합해에서 특정 해 ParetoValue를 

선택하여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 

5개의 행동 집합을 보여 다. 5개의 행동 집합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xmin

max 
max min 

max   

for   and




(4) 

먼  수식 (4)는 2개의 목 함수 MAHN과 MFPC로

부터 생성된 비지배  집합해의 가 치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기술한 행동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는 (w1, 

w2)이다. w1는 목 함수 MAHN의 의사 가 치를 나타

내며, w2는 목 함수 MFPC의 의사 가 치를 나타낸다.  

행동 1은 (0.0, 1.0)에 가까운 토 해를 선택하며, 목

 함수 MAHN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만을 고려한다. 

행동 2는 (0.25, 0.75)에 가까운 토 해를 선택하며, 

목  함수 MFPC에 가 치 0.25를 부여하고 목  함수 

MAHN에 가 치 0.75를 부여한다. 행동 집합 치에 해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해에 가장 근 한 행동을 

선택한다.

행동 k를 선택하여 논리 토폴로지가 상태 i에서 상태 j

로 이되면서 생성되는 결과 Oij(k)는 상태 이에 따른 

보상 Rij(k)와 비용 Cij(k)의 차로 계산된다. 논리 토폴로지

의 재구성 과정동안 생성 결과 Oij(k)를 최 화하기 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를 계속해서 결정한

다. 보상 Rij(k)는 행동 k를 선택하여 논리 토폴로지의 상

태 i에서 상태 j로 이되는 과정동안 발생한 보상 값을 

나타내며, 
 ×

로 정의하

다. RW는 보상 가 치 (Reward Weight)를 나타내며, 

AHN은 평균 홉 수 (Average Hop Distance)를 나타낸다. 

AHNij(k)는 행동 k를 선택하여 논리 토폴로지가 상태 i에

서 상태 j로 이된 후에 사용되는 포워딩 경로의 평균 

홉 수를 나타낸다. CF는 제어 인자 (Control Factor)를 나

타낸다. 비용 Cij(k)는 행동 k를 선택하여 논리 토폴로지

의 상태 i에서 상태 j로 이되는 과정동안 발생한 비용 

값을 나타내며, 
 ×

로 정의하

다. CW는 비용 가 치 (Cost Weight)를 나타내며, FPC는 

포워딩 경로의 변경 수 (Forwarding Path Change)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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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FPCij(k)는 행동 k를 선택하여 논리 토폴로지가 상

태 i에서 상태 j로 이되는 과정 동안 요구되는 포워딩 

경로의 변경 횟수를 나타낸다. 


 

  






                              (5)

수식 (5)는 상태 i에서 행동 k를 선택하여 생성 가능한 

결과 Qi(k)를 나타낸다. Pij(k)는 행동 k를 선택하여 논리 

토폴로지의 상태 i가 상태 j로 이될 확률을 나타낸다. 

Si(t)는 상태 i에서 시작하여 t 번째 이에서 생성 가능한 

기  결과 값을 나타낸다. Si(t)에서 다음 이 상태 

Si(t+1)의 기  결과 값은 수식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j(k)와 Oij(k)에 의해 유도된다. 


 max

  







              (6)

수식 (7)은 수식 (5)와 수식 (6)으로부터 유도된다. 


 max


  




∙

            (7)

지 까지 설명한 수식 (5)부터 수식 (7) 기반에서 최

 결정 해를 찾기 하여 하워드 반복 순환 기법 [11]

을 사용하 다. 이 기법은 가치 결정 연산 (Value 

Determination Operation)과 정책 개선 연산 (Policy 

Improvement Operation)으로 구성된다. 








  




∙







               (8)

이득 값 y를 생성하는 수식 (8)은 가치 결정 연산을 

나타내며, Pij(k)와 Qi(k)에 의해 유도된다. 가치 결정 연

산 기법은 재구성되는 논리 토폴로지의 가치를 계산하

며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에 따른 이득 값을 구한다. 수

식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 토폴로지의 재구성은 

행동 k에 의존 이다. 따라서 최  논리 토폴로지를 생

성할 수 있는 행동 k를 구하기 해 정책 개선 연산을 수

행한다.  

max


  




∙

                     (9)

수식 (9)는 최  행동 k를 찾는 정책 개선 연산 수식을 

보여 다. 가치 결정 연산과 정책 개선 연산은 재 이득 

값 y보다 더 나은 이득 값 y'이 생성되지 않을 때까지 반

복 실행된다.

Ⅳ. 실험  성능 분석

성능 평가에서 사용되는 선박 백본 네트워크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14개의 노드와 각 노드당 입출력 포트는 

6개, 그리고 각 링크의 용량은 8로 구성하 다. 개별 노

드끼리 교환되는 트래픽은 0과 8사이의 랜덤 분포로 생

성하 으며, 30번의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과정동안 계

속해서 0과 8사이의 랜덤 분포로 새로운 트래픽 요구량

을 생성하도록 하 다.  

표 1은 이웃 노드간의  지연 시간을 보여 다. 논

리 토폴로지의 재구성 과정 동안 비지배  해집합을 생

성하기 하여 실행되는 유 자 알고리즘에서 염색체 

간의 교차 확률은 0.6으로 설정하 고, 돌연변이 확률은 

0.01로 설정하 으며, 비지배  해집합의 크기는 50으

로 설정하 다. III장에서 기술한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기법에서 논리 토폴로지의 상태는 AvgHop과 Util로 구

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으로 구성된 논리 토폴로지 상태 

집합을 1차원으로 구성된 상태 집합으로 감소시켜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문제를 간소화시켰다. 일반 으로 포

워딩 경로의 평균 홉 수가 증가할수록 논리 토폴로지의 

이용률이 증가한다. 그리고 유 자 알고리즘의 모집단 

크기가 증가할수록 포워딩 경로의 평균 홉 수를 감소시

킬 수 있는 해를 생성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포워딩 경로의 평균 홉 

수를 측정한 후, 평균 홉 수의 감소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모집단의 크기에서 최소 논리 토폴로지의 이용률 

Util 값을 구한다. 그리고  연속 으로 변화하는 트래픽 

요구량에 하여 앞서 구한 최소 Util의 값을 용시켜 

논리토폴로지의 상태 (AvgHop, Util)에서 AvgHop만을 

고려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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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0 0.004 0.002 0.003 ∞ ∞ ∞ ∞ ∞ ∞ ∞ ∞ ∞ ∞

2 0.004 0 0.006 ∞ ∞ ∞ ∞ 0.009 ∞ ∞ ∞ ∞ ∞ ∞

3 0.002 0.006 0 ∞ ∞ 0.007 ∞ ∞ ∞ ∞ ∞ ∞ ∞ ∞

4 0.003 ∞ ∞ 0 0.002 ∞ ∞ ∞ ∞ 0.008 ∞ ∞ ∞ ∞

5 ∞ ∞ ∞ 0.002 0 0.005 0.002 ∞ ∞ ∞ ∞ ∞ ∞ ∞

6 ∞ ∞ 0.007 ∞ 0.005 0 ∞ ∞ ∞ ∞ 0.004 ∞ 0.007 ∞

7 ∞ ∞ ∞ ∞ 0.002 ∞ 0 0.002 ∞ ∞ ∞ ∞ ∞ ∞

8 ∞ 0.009 ∞ ∞ ∞ ∞ 0.002 0 0.002 ∞ ∞ ∞ ∞ ∞

9 ∞ ∞ ∞ ∞ ∞ ∞ ∞ 0.002 0 ∞ 0.003 0.001 ∞ 0.001

10 ∞ ∞ ∞ 0.008 ∞ ∞ ∞ ∞ ∞ 0 ∞ 0.002 ∞ 0.001

11 ∞ ∞ ∞ ∞ ∞ 0.004 ∞ ∞ 0.003 ∞ 0 ∞ ∞ ∞

12 ∞ ∞ ∞ ∞ ∞ ∞ ∞ ∞ 0.001 0.002 ∞ 0 0.001 ∞

13 ∞ ∞ ∞ ∞ ∞ 0.007 ∞ ∞ ∞ ∞ ∞ 0.001 0 0.001

14 ∞ ∞ ∞ ∞ ∞ ∞ ∞ ∞ 0.001 0.001 ∞ ∞ 0.001 0

표 1.  지연시간 ( 리 )
Table. 1 Propagation Delay (Milliseconds)

AvgHop은 연속 인 실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구간으로 표 되는 이산 인 상태 구간으로 변환

시킨 후 AvgHop을 구간의 앙값으로 표 된다. 제안한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기법의 실험  성능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염색체 모집단 크기별 비지배  해집합
Fig. 3 Pareto front according to chromosome 

population size

그림 3은 유 자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염색체 모집

단의 크기와 논리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포워딩 경로의 

변경 수에 따라 생성되는 비지배  해집합의 평균 홉 수

를 보여 다. 염색체 모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평균 홉 수

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해집단의 수가 증가하여 평균 홉 수

의 성능이 향상되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1300 이상부터

는 성능 향상이 미비한 포화 상태가 되었다. 

그림 4. 이용률에 따른 평균 홉 수
Fig. 4 Average hop number according to utilization

 그림 4는 염색체 모집단별 비지배  해집합의 평균 

홉 수를 보여주는 그림 3의 실험 결과를 이용률에 따른 

평균 홉 수로 재분석하여 보여 다. 그림 4에서는 트래

픽의 평균 홉과 논리 토폴로지의 이용률로 구성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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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Hop, Util)에서 Util을 고려한 비지배  해집합의 평

균 홉 수를 비교하 다. 모집단의 크기가 300일 때 Util

값은 0.412 고, 모집단의 크기가 1300일 때 0.179 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Util값이 0.412인 경우 0.179

인 경우보다 포워딩 경로의 평균 홉 수가 많음을 확인하

다.

최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의 시   실행을 선택하

는 MDA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Util값은 

그림 3과 그림 4의 실험 결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0.179로 설정하 으며, 행동 집합 해는 그림 2에서 제시

한 5개의 행동으로 구성된다. 

그림 3과 그림 4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6개의 논리 

토폴로지 상태를 설정하 다. 상태 1은 AvgHop 역 

1.35부터 1.40구간이며 앙값이 1.375로 설정되고, 상

태 2는 역 1.41부터 1.45구간이며 앙값이 1.425, 상태 

3은 역 1.46부터 1.50구간이며 앙값이  1.475, 상태 4

는 역 1.51부터 1.55구간이며 앙값이  1.525, 상태 5

는 역 1.56부터 1.60구간이며 앙값이  1.575. 그리고 

상태 6은 역 1.61부터 1.65구간이며 앙값이 1.625로 

설정하 다. 

보상 Rij(k)와 비용 Cij(k)에서 사용되는 변수 값의 설정

은 다음과 같다. 실험을 통해 Rij(k)에서 기술한 AHN 값은 

비지배  해집합 구간 1.35부터 1.65 내에서 존재하며, 

Cij(k)에서 기술한 FPC 값은 20부터 50 내에 존재한다. 따

라서 FPC = 20에서 AHN = 1.65로 설정하고, FPC = 50에

서 AHN = 1.35로 설정한 후 가 치 RW를 다음과 같이 유

도하 다. RW = (50 - 20) / (1.35 - 1.65) = -100, CF = 185, 

그리고 CW = 1로 설정하 다. 여기에서 AHN이 1.65이

고 FPC가 20이 되는 경계 부분과 AHN이 1.35이고 FPC

가 50이 되는 경계 부분에서 논리 토폴로지의 상태가 i에

서 j로 이될 때 생성되는 결과 Oij(k) 값이 0이 되도록 

CF 값을 185로 설정하 다.

표 2는 수식 (5)부터 수식 (9)까지 사용되는 이 확률 

Pij(k) 값을 기술하 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행

동 번호 k를 가지고 논리 토폴로지의 재구성 과정을 수

행하는 경우 높은 번호를 가진 상태 j로 이될 가능성이 

높도록 이 확률 Pij(k) 값을 설정하 다. 그리고 높은 행

동 번호 k를 가지고 논리 토폴로지의 재구성 과정을 수

행하는 경우 낮은 번호를 가진 상태 j로 이될 가능성이 

높도록 이 확률 Pij(k) 값을 설정하 다. 

표 2. 이 확률 Pij(k) 
Table. 2 Transition probability Pij(k)

i k
Pij(k)

Qi(k)
j = 1 2 3 4 5 6

1 1 0.02 0.08 0.3 0.6 0 0 15.10

2 0.05 0.15 0.6 0.2 0 0 13.75

3 0.08 0.2 0 0 0 0 18.5

4 0.9 0.1 0 0 0 0 15

5 1 0 0 0 0 0 11.5

2 1 0.05 0.15 0.65 0.08 0.06 0.01 17.6

2 0.01 0.68 0.31 0 0 0 16

3 0.2 0.8 0 0 0 0 13.5

4 0.7 0.3 0 0 0 0 11

5 0.9 0.1 0 0 0 0 7

3 1 0 0.1 0.7 0.1 0.08 0.02 12.4

2 0.05 0.9 0.05 0 0 0 12.5

3 0.35 0.55 0.08 0.02 0 0 8.65

4 0.6 0.4 0 0 0 0 4.5

5 0.8 0.2 0 0 0 0 0.5

4 1 0 0.05 0.1 0.5 0.2 0.15 6

2 0.05 0.1 0.7 0.15 0 0 5.75

3 0.3 0.6 0.1 0 0 0 5.5

4 0.6 0.35 0.05 0 0 0 4.25

5 0.9 0.08 0.02 0 0 0 2.9

5 1 0 0 0 0.02 0.18 0.8 -1.40

2 0 0 0.1 0.7 0.2 0 -1

3 0.05 0.1 0.7 0.15 0 0 -2.25

4 0.3 0.6 0.1 0 0 0 -4.5

5 0.6 0.3 0.1 0 0 0 -10

6 1 0 0 0 0 0.1 0.9 -7

2 0 0 0 0.1 0.5 0.4 -12

3 0 0.05 0.15 0.7 0.08 0.02 -11.85

4 0.3 0.6 0.1 0 0 0 -9.5

5 0.6 0.3 0.1 0 0 0 -15

이러한 Pij(k) 조건에서 높은 번호를 가진 상태 i에 비

해 낮은 번호를 가진 상태 i가 더 높은 Qj(k)값을 생성하

도록 하 고, 임의의 상태 i에서 낮은 상태 j로 이되는 

경우에 더 나은 Oij(k) 결과를 생성한다.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상태 1에서는 AvgHop이 1.375이고, 상태 6에서

는 1.625이다. 이러한 설정 값을 기반으로 하여 논리 토

폴로지의 재구성 정책은 낮은 번호를 가진 상태 j로 이

시켜 네트워크의 평균 홉 수가 최소화되도록 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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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결정 해를 찾기 하여 하워드 반복 순환 기법을 

용하 다.

그림 5.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의 개별 생성 결과
Fig. 5 Individual outcome of logical topology 

reconfiguration

유 자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비지배  집합 해로

부터 연속 인 트래픽 요구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최

해를 선택하여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을 수행하는 MDA 

모델은, 연속 인 트래픽 요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재 시 에서 즉각 으로 (immediate) 좋은 해를 생성하

는 탐욕  근 방법 (Greedy Method)과 비교하 다. 그

림 5는 논리 토폴로지의 재구성이 연속 으로 실행되는 

동안 생성된 개별 결과 값을 보여 다. 그리고 그림 6은 

1회부터 30회까지 실행되는 개별 생성 값을 계속해서 

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6.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동안 축 된 생성 결과
Fig. 6 Accumulated outcomes of logical topology 

reconfiguration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의 

일부 구간에서는 탐욕  근 방법의 생성 결과가 우수

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회부터 30회까지 실행되는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에서 생성되는 개별 생성 값을 계

속해서 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6에서는 연속 인 

트래픽 요구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유 자 알고리즘 기

반 MDA 모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 주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속 인 트래픽 요구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선박 백본 네트워크의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기

법을 제안하 다. 논리 토폴로지 재구성 과정에서 트래

픽의 평균 홉 수를 최소화하는 목  함수 MAHN과 포워

딩 경로의 변경 수를 최소화하는 목  함수 MFPC를 사

용하 다. 그리고 2개의 목  함수로부터 비지배  집합 

해를 생성하기 하여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비지배  집합에서 최  해를 선출하고 논

리 토폴로지 재구성의 시   실행을 결정하는 MDA모

델을 제안하 다. 제안한 기법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연

속 인 트래픽 요구 변화에 처하는 논리 토폴로지 재

구성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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