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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상에서는 유무선 통신의 발전으로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육상을 넘어서서 해상에

서 항해 중인 선박에서도 다양한 IT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육상에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방향 디지털 데이터 

전송, Web, App 등과 같은 다양한 IT 서비스들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

속 정보통신망은 AP(Access Point)와 기지국과 같은 고정된 기반 구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상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해상에서는 고정된 기반 구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전송 거리가 긴 라디

오 통신망 기반의 음성 위주의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라디오 통신망은 낮은 전송 속도로 인해 매우 기본

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 상호 

교환을 위한 추가적인 주파수가 할당되었으며 이 주파수를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선박 애드 혹 네트워크인 

SANET(ship ad-hoc network)이 제안되었다. 
SANET은 높은 설치비용과 사용료의 위성 통신을 대신하여 해상에서 IP 기반으로 선박에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SANET에서는 육상 기지국과 선박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박은 

자신의 IP 주소를 할당 받아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는 SANET-CC(Ship Ad-hoc Network-Cell Connection)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SANET-CC는 중복되지 않는 다수의 

IP 주소들을 육상기지국에서 선박들에 이어지는 트리 형태로 네트워크 전반에 전파한다. 선박은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

는 육상 기지국 또는 나누어진 구역의 M-Ship(Mother Ship)들과 간단한 요청(Request) 및 응답(Response) 메시지 교환을 

통해 자신의 IP 주소를 할당한다. 따라서 SANET-CC는 IP 충돌 방지(Duplicate Address Detection) 과정과 선박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분리나 통합에 따른 처리 과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ANET-CC의 SANET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연구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제어 : 선박 애드혹 네트워크, 애드혹 네트워크, 해상, IP 자동 할당, 초단파대역 데이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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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현재 우리는 2G, 3G, 4G 그리고 5G에 이르기

까지 유무선 통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IT 서비

스를 매일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Bae and Hong, 

2016).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육상을 넘어서서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서도 육상의 네트워

크에 연결되어 양방향 디지털 데이터 전송, Web, 

App 등과 같은 다양한 IT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AP(Access Point)와 기지국과 같은 

고정된 기반 구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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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상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에서는 고정된 기반 구조로 네트워크를 구

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송 거리가 

긴 라디오 통신망 기반의 MF, HF, VHF, UHF로 

음성(전화, 무선) 위주의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

고 있다(Kim et al., 2013). 이러한 라디오 통신망

은 낮은 전송 속도로 인해 매우 기본적인 정보만

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해상 환경에서 육상과 같

은 다양한 IT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해상무선통신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

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VHF 주파수를 사용하여 채널 여러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VDE(VHF Data Exchange) 기술은 최대 

4개까지 25㎑의 채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Yun et al., 2014).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송 거리 

밖에 존재하는 선박 또는 육상 기지국과 데이터

를 주고받을 수 없다. 그래서 VDE는 주로 육상 

기지국 대 선박, 선박 대 육상 기지국, 선박 대 

선박과 같이 연결된 두 노드들 간의 점 대 점

(point-to-point) 통신에만 사용된다. 대신, 한 선

박이 자신의 전송 거리를 벗어난 목적지로 데이

터를 보낼 경우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중계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플러딩

(flooding) 한다(Jang and Choi, 2014). 플러딩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네트워크 리소스의 소비가 

일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전반에 메시

지 오버헤드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

양한 IT 서비스나 실시간 관제 서비스 등에 이용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Kim et al., 2012). 그

리고 육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통신 방식인 

WiBro, WiMAX, WAVE, Wi-Fi 등을 해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였지만, 현

재 통신 가능 거리는 최대 30㎞로 해상에서 사용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Chung, 2012; Bae, 2010).

이 한계를 벗어나고자 선박을 중계 노드로 사

용하여 데이터를 마지막 선박까지 전달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Choi et al., 2013). 그리고 디

지털 데이터 교환 기술(VDE)을 적용하여 저비용

으로 더 멀리 떨어진 목적지까지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는 SANET(Ship Ad-hoc Network)라는 해

상용 네트워크 기술이 제안되었다(Yun et al., 

2009). SANET은 지상 이동 Ad-ho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해상에서 사용하는 Ad-hoc 통신으

로 한 스테이션(선박 또는 육상)이 자신의 전송 

거리 밖에 있는 스테이션까지 데이터를 전송하

여 데이터 통신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육상 기지국과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선박은 

SANET을 통해 위성통신을 대체하여 다양한 IP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

다(Yun and Lim, 2012). SANET에서는 육상 기지

국과 선박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결성

을 갖기 위해서는 선박은 자신의 IP 주소를 할당 

받아 네트워크를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박은 선박의 현재 위치와 상관없이 고정된 IP

의 주소를 할당 받기는 어렵다. 이는 선박이 해

로를 따라서 항해하며 SANET을 통하여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선 가장 가까운 육상으로 접속

하여 IP를 할당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은 MANET(Mobile Ad-hoc Network)과 같이 

IP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들(육상 기

지국 또는 선박들)에게 IP주소를 요청하여 자신

의 IP를 할당 받는 것이 더 적합하다(Nesargi and 

Prakash, 2002).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SANETconf(Yun, 2019)의 연구에서는 육상 

기지국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선박 A와 육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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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과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선박 B를 고려하

였고 두 선박은 서로 통신이 가능한 이웃 들이

다. SANETconf는 IP 주소를 할당 받아야하는 스

테이션과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스테이션 사

이에서 선 요청-후 할당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Yun, 2019). 선박 A가 육상 기지국에게 IP 주소

를 요청한 후,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IP주소 블록

을 받으면 선박 A는 자신이 할당 받은 IP 주소 

블록의 1/2을 이웃인 선박 B에 제공 할 수 있다

(Yun, 2019). 선박 A와 마찬가지로 선박 B는 자

신의 모든 IP 주소가 소진될 때까지 선박 A로부

터 할당 받은 IP 주소들을 자신의 이웃들에게 할

당한다(Yun, 2019). 하지만 위의 연구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는데 그것은 공급자를 찾을 수 없는 

선박에는 여전히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박

들의 랜덤한 위치로 인해 공급자를 찾을 수 없는 

선박들이 많으면, IP 할당 비율, IP 주소 할당 시

간, 메시지 오버헤드 값이 일정한 패턴 없이 변

동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선박들의 랜덤한 위치에 영향을 덜 받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

는 알고리즘(algorithm)을 제안한다. SANET의 

멀티 홉 통신 특성을 반영하고, 블록 단위로 다수

의 IP 주소를 할당하는 개념을 고려하여 해상을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IP를 할당할 수 있는 

선박을 지정해 구역별로 IP 주소 블록을 할당 받

은 선박 즉 M-Ship(Mother Ship)을 노드로 선박

들이 스스로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는 SANET-CC(Ship Ad-hoc Network-Cell 

Connection) IP 할당 알고리즘을 사용해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고 그 결과 값을 근거로 해상에서

의 비싼 위성통신을 대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강점은 랜덤한 선박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고 모

의 시험 결과 값이 일정한 패턴이 없는 기존 연

구와는 달리 구역별로 선정된 M-Ship을 노드로 

이용하여 나뭇가지처럼 뻗어 나가는 모양으로 

전달되는 IP 할당 과정을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어 최적의 변수 조합을 파악하여 해상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IP 주소 할당 

비율을 높이고 IP 할당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비싼 위성통신을 이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IT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 운항 

선박 및 해상에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2. 련 연구

2.1 Ship Ad-hoc 네트워크

해상에서 초단파 대역대의 데이터 링크 과부

하를 감소시키고, 디지털 데이터 교환에 사용하

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하였다(Yun 

et al., 2014). 그리고 이 주파수 대역을 선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박용 ad-hoc 네트워크의 기술

이 제안되었다. SANET(Ship Ad-hoc Network)은 

높은 비용의 위성 통신 대신에 해상에서 선박에 

다양한 IP 기반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Yun and Lim, 2015).

육상의 이동 Ad-hoc 네트워크에 대응되는 

SANET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양한 목적을 가진 

선박과 다양한 톤수를 가진 선박 모두가 고려된

다. <Figure 1>과 같이, SANET은 육상 기지국과 

다수의 선박들로 구성되고 육상 기지국은 백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선박들에게 전자우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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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ANET structure

전관련 정보, 선박의 위치, 이동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박들은 육상 기지국과의 통신 경로

를 형성하여 SANET에 참여하고 육상 기지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한다. 선박들의 위치

와 향해 방향의 불확실성 때문에 랜덤한 네트워

크 구조를 가진다(Yun and Lim, 2015).

실제로 선박들의 밀집도는 <Figure 1>과 같이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밀집하고, 멀어질수록 분

산된다. 육상 기지국은 VDL의 마지막 스테이션

이면서 지상의 IP 백본 네트워크 에지이다. 그래

서 육상 기지국은 선박으로부터 수신하는 요청 

메시지, 응답 메시지 또는 데이터와 같은 상향 

메시지를 백본 네트워크로 중계하고, 반대로 백

본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하향 메시지는 선박

에게 전송한다. 이러한 선박은 VDL의 마지막 스

테이션이나 중계하는 스테이션이 될 수 있다. 마

지막 스테이션의 선박은 육상 기지국으로 경로 

설정 후 다양한 VDE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미 육상 기지국과 연결된 중계 스테이션의 선

박은 주변의 여러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및 데이터를 육상 기지국으로 전달한다.

선박의 전송 거리는 선박의 마스트(mast) 길이

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마스트 길이가 5m 

미만이라면 전송 거리는 20km에서 30km 사이가 

되며, 마스트의 길이가 12m에서 30m인 경우 전

송 거리는 55km에서 120km 사이가 된다(Zorović 

and Dinko, 2018).  <Figure 1>과 같이, 육상 기지

국의 가시선(Line-Of-Sight; LOS) 안에 위치하여 

육상 기지국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선박을 원 홉

(one-hop)선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육상 기지

국의 LOS 밖에 위치하여 Ad-hoc 통신을 통하여 

간접적인 연결을 해야 하는 선박을 멀티 홉 

(multi-hop) 선박이라 정의한다. 선박의 SANET 

접속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한다(Yun 

et al., 2009; Yun and Lim, 2015).

(가) 선박은 우선적으로 채널 상태와 이웃 선

박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서 GPS 정보를 이용해 프레임 및 슬롯의 

동기를 맞춘 다음 1 분 동안 수신 모드를 

유지한다.

(나) 1분 후에 선박은 슬롯 상태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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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상태 테이블을 작성한다.

(다) 선박이 이웃한 선박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에는 self-organizing 기반으로 매체접속제

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신의 슬롯을 

할당한다.

(라) 슬롯을 할당한 후에 선박은 IP 할당 프로

토콜을 이용해서 자신의 IP 주소를 결정

한다.

(마) 선박의 IP 주소가 결정되면, AODV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 육상 기지국

으로 경로를 설정한다. 

(바) 육상 기지국은 경로를 설정한 선박에게 

백본 네트워크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IP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선박이 육상 기지국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성 통신과 같은 다른 해상 통신을 찾는다.

Ship Ad-hoc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채널 접

속과 경로 설정을 위해 각 시간 분할 다중 접속 

기반 매체 접속 제어 프로토콜들과 AODV(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 기반의 라우팅 프로

토콜이 설계되었다(ITU, 2014).  SANET의 IP 주

소 할당과 관련해, 육상 기지국은 네트워크의 에

지로서 자신의 서브넷을 구성할 수 있다. 반면 

선박은 선박의 현재 위치와 상관없이 고정 IP 주

소를 할당 받아 사용하기 어렵다. 이는 선박이 

해로를 따라 움직이고 SANET을 통해 데이터 통

신을 하기 위해선 가장 가까운 육상으로 접속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은 MANET과 

같이 IP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들에

게 IP주소를 요청하여 자신의 IP를 할당 받는 것

이 더 적합하다.   

2.2 SANETconfig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SANET에서의 IP 주소 

할당은 MANET(Mobile Ad-hoc Network)과 같이 

IP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IP 

주소를 요청하여 자신의 IP를 할당 받는 것이 더 

적합한데 그 이웃들에게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 

받는 것이 아니라 IP 주소 블록을 할당 받는 연

구가 진행되었다. SANETconf의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IP 주소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SANETconf의 연구에서는 육상 

기지국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선박 A와 육상 기

지국과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선박 B를 고려하

였고 두 선박은 서로 통신이 가능한 이웃들이다

(Yun, 2019). IP 주소를 할당 받아야하는 스테이

션과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스테이션 사이에

서 선 요청-후 할당 과정으로 이루어진다(Yun, 

2019). 선박 A가 육상 기지국에게 IP 주소를 요

청한 후,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IP주소 블록을 받

으면, 선박 A는 자신이 할당 받은 IP 주소 블록

의 1/2을 이웃인 선박 B에 제공 할 수 있다(Yun, 

2019). 선박 A와 마찬가지로 선박 B는 자신의 모

든 IP 주소가 소진될 때까지 선박 A로부터 할당 

받은 IP 주소들을 자신의 이웃들에게 할당한다

(Yun, 2019). 이러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진행

된 모의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조건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약 85%의 선박들이 IP 주

소를 할당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Yun, 2019). 하

지만 선박의 위치와 이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IP 할당 주소 비율 패턴은 무작위성을 갖는다. 

두번째로, 선박이 SANETconf를 사용하여 IP 주

소를 얻는 데는 평균 20초가 소요된다(Yun, 

2019). IP 주소의 할당 시간 결과는 조건에 관계

없이 표준 편차가 3초이며, 10~30초 범위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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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ANET-CC Concept

한다(Yun, 2019). 그리고 조건을 변경하여도 IP 

할당 시간은 랜덤하다(Yun, 2019). 그 이유는 공

급자를 찾을 수 없는 선박에는 여전히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SANETconf를 이용하

면 모의 시험 조건에서 평균적으로 IP 주소를 얻

기 위해 110개의 메시지가 소요된다(Yun, 2019). 

메시지 오버헤드 결과는 조건에 관계없이 15개

의 표준편차로 80 ~ 135개의 범위 내에서 존재한

다(Yun, 2019). 모의 시험 조건에서 한 슬롯에 하

나의 메시지만 전송하므로 선박은 SANETconf를 

수행하는데 110개의 슬롯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Yun, 2019). 총 모의 시험 시간은 한 프레임

(1분)당 2,250 슬롯으로 구성된 200프레임이므로 

450,000 슬롯으로 표현할 수 있다(Yun, 2019). 따

라서 선박은 SANETconf를 적용하기 위해서 평

균 0.024 퍼센트의 프레임을 소비한다(Yun, 

2019). 하지만 선박의 랜덤한 위치로 인해 공급

자를 찾을 수 없는 선박이 존재하는 경우 요청 

메시지는 늘어 날 수 밖에 없고 메시지 오버헤드

의 패턴도 일정하지 않다(Yun, 2019). 따라서 선

박의 초기 위치와 이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는 한계점과 확장성에 문제점을 지닌다. 

3. SANET-CC

3.1 SANET-CC 컨셉

이 장에서는 SANET-CC 개념과 사용되는 메

시지들을 정의하고, 육상 기지국 및 선박의 IP 

주소의 할당에 관련된 절차들을 상세하게 기술

한다.

<Figure 2>에서 보이듯 선박들은 해안에 가까

워질수록 밀집되어 있고,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퍼져 있는 분포를 보인다. SANET-CC는 SANET

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해안의 육상으로부터 

해상의 선박으로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를 전파

한다. <Figure 2>에서 보듯이 해역을 좌표 별로 

구역을 설정한다. 이 구역은 선박의 가장 짧은 

마스트 길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가장 짧은 

마스트의 최소 전송 거리가 20Km임을 감안하여 

구역의 반경은 10km설정하였다. 그리고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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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Description   

R The index of a requester

P The index of a provider

K The number of IP

NIABR The size of an IAB allocated to a requester

Ntry The number of trials to obtain IP addresses

NAREQ The number of requesters

TAREP The IP wating time for an AREP

<Table 1> SANET-CC parameters description

Ship 선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마스트의 길이가 긴 선박

② 마스트 길이가 같은 경우 해당 구역에 가

장 오래 머무를 선박

③ 조건 1,2 같은 경우 배들이 모여 있는 집중

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선박

④ 조건 1,2,3 같은 경우 랜덤

육상 기지국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선박 A들

은 직접 IP를 할당하고, 그 중 1홉 구역에서 구역

별로 M-Ship(Mother ship) A에게 IP 주소 블록을 

할당한다. 그리고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2홉 구

역의 선박 B들에게 1 홈의 M-Ship이 IP를 할당

하고, 그 중 M-ship으로 선택된 선박 B에게 

M-ship A의 IP 주소 블록의 1/2을 할당한다. 

SANET-CC 에선 IP 주소를 할당 받아야 하는 노

드와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노드 사이에서 

선 요청-후 할당으로 구성된다. 

선박은 육상 기지국에게 IP 주소를 요청한 후,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IP를 할당 받고, 그 중 조

건에 의해서 선택된 M-Ship A는 IP 주소 블록을 

받는다. 선박 M-Ship A는 자신이 할당 받은 IP 주

소를 다음 구역의 IP 주소를 요청하는 선박에게 

할당하고, 남은 IP 주소 블록의 1/2을 M-Ship B에

게 할당한다. M-Ship A와 마찬가지로 M-Ship B 

또한 자신이 할당 받은 IP 주소를 다음 구역의 IP 

주소를 요청하는 선박에게 할당하고, 남은 IP 주

소 블록의 1/2을 다음 구역의 M-Ship C에게 할당

하는 방식으로 IP 주소를 분배한다. 그리고 

M-Ship에 해당하는 선박이 해당 구역을 벗어나

는 경우 해당 구역 내 M-Ship 선택 조건에 따라 

선택된 선박에 IP 주소 블록을 양도하여 M-Ship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SANET-CC를 이용하면 대부분 선박들은 트리 

토폴로지(통신망에서 각 노드들을 연결할 때에 

다중점 매체들을 이용하는 트리 구조의 망) 형태

의 IP 주소 분배를 통해 IP충돌 없이 IP 주소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SANET-CC는 육상 기지국의 부하를 줄

일 수 있으며, IP 충돌이나 선박의 이동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네트워크 병합 및 분할 관리로 빈

번하게 발생하는 IP 주소의 변경을 방지할 수 있

다. 따라서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기 위해 발

생하는 메시지 오버헤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

며 그리고 M-Ship이 노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

로 설정 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비 SANET-CC 

메시지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3.2 SANET-CC 용어

육상 기지국은 공급자의 역할만 한다.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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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블록의 보유 상태에 따라 요청자나 공급

자가 될 수 있다. SANET-CC의 절차는 선박이 

요청자일 때의 절차와 육상 기지국이 공급자일 

때의 절차, 선박이 공급자일 때의 절차들로 구분

하여 차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설명하

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

의하다.

⦁요청자(requester): IP 주소를 제공해줄 수 있

는 육상 기지국 또는 M-Ship에 IP 주소를 요

청하는 선박

⦁공급자(provider): IP 주소 블록을 보유하여 

요청자에게 IP 주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육

상 기지국 또는 선박(M-Ship)

3.3 SANET-CC 메시지

SANET-CC에선 비콘(Beacon), AREQ(IP 주소 

요청, Address REQuest), 및 AREP(IP 주소 요청 

응답, Address REsPonse)를 포함하여 세 가지의 

메시지가 사용된다. 이 메시지들은 MAC 프레임

의 페이로드에 포함되어 처리되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생성되고 처리된다. 이는 매체접속제

어 프로토콜과 관계없이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

함이다.  Beacon은 공급자가 현재 IP 주소의 보

유 현황을 다른 스테이션들에 전달하기 위해서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메시지이다. 

3.3.1 Beacon 

Beacon은 공급자가 자신의 현재 IP 주소 보유 

현황을 다른 스테이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

급자가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메시지이다. 다음

의 5개의 헤더들로 구성된다. 

⦁ 공급자의 위치 : 이 헤더는 선박이 Beacon

을 발송하는 공급자에게 도달할 수 가능성

을 체크할 때 사용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해, 선박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사용해 공

급자와의 거리를 계산한다. 

⦁ 공급자의 구역 : 이 헤더는 요청자에게 공

급자가 위치한 구역을 알려준다. 그리고 1

홉의 요청자일 경우는 육상 기지국에서 IP 

주소를 할당 받으며, 멀티 홉 요청자는 공

급자들 중 이전 구역에 공급자를 선택하고 

IP 주소를 배당 받는다.  

⦁ 육상 기지국의 서브넷 정보 : 이 헤더는 IP

의 백본 네트워크에 접속 시에 사용된다. 

이 정보는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생성되어 

네트워크 전체에 공급자들을 통하여 전파

된다.  

⦁ 할당 가능한 IP 주소 수(NIABR) : 이 헤더

는 공급자가 제공 가능한 IP 주소의 수를 

요청자에게 알려준다.   

⦁ IP 주소 : 요청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때 사

용한다.

3.3.2 AREQ 

AREQ는 요청자가 공급자에게 IP 주소 요청을 

보내는 메시지이다. 다음의 5개의 헤더들로 구성

된다.

⦁ 현재 위치 : 이 헤더는 AREQ를 수신한 공

급자에게 요청자인 선박의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

⦁ 현재 구역 위치 : 이 헤더는 AREQ를 수신

한 공급자에게 요청자인 선박이 현재 위치

한 구역을 알려준다.

⦁ 마스터의 길이 : 이 헤더는 자신의 전송 거

리를 알려준다. 선박이 현재 위치한 구역에 

M-Ship이 없다면 공급자 후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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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cedures in SANET-CC

⦁ 구역 안에 머무를 예상 시간 :  이 헤더는 

현재 위치한 구역에 머루를 예상 시간을 알

려준다. 공급자 선정 시 조건으로 사용된다. 

⦁ IP 할당 시도 횟수(Ntry) : 이 헤더는 요청

자가 IP 주소를 할당 받기 위해서 IP 주소

를 할당 받기 전까지 전송한 AREQ 수를 

의미한다.

AREQ에서 현재 위치와 마스터의 길이, 구역

에 머무를 예상 시간은 해당 구역 내 공급자가 

없는 경우 공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다. 또한 해당 구역 내 공급자가 구역을 벗어나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IP 블록을 양

도 받을 선박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3.3.3 AREP

AREP는 공급자가 IP 주소 할당의 결과를 요

청자에게 보내는 응답메시지이다. AREP는 공급

자의 위치, 공급자의 구역, 육상 기지국의 서브

넷 정보, IP 주소 할당 정보를 포함한 4개의 헤더

로 구성된다. IP 주소 할당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요청자의 MAC주소 

⦁ IP 주소의 할당 결과(ACK/NACK) 

⦁ IP 주소

⦁ IP 할당 가능한 M-Ship IP 주소

3.4 선박이(요청자)일 때의 차

선박은 SANET-CC 메시지(Beacon) 공급자 후

보를 찾을 수 있다. 선박은 공급자 후보를 발견

할 때마다 공급자 후보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며, 

네트워크를 종료하기 전까지 업데이트를 지속

한다.

<Figure 3>의 (1)과 같이 선박이 원 홉 선박이

면 다음의 작업을 수행한다. 

Ⅰ. 선박은 다른 공급자 후보와 상관없이 육상 

기지국을 공급자로 결정한다. 

Ⅱ. 선박은 AREQ를 육상 기지국으로 보내고 

(2)와 같이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AREP 수

신을 위해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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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박이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AREP를 수

신하여 (3)과 같이 IP 주소를 할당 받는다.

Ⅳ. 선박이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AREP를 수

신하여 (3)과 같이 IP를 할당 받은 후, (4)

와 같이 공급자로 선택되면 추가적으로 IP 

블록을 받는다. 

Ⅴ. 선박은 공급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Beacon 

신호를 발송한다.  

멀티 홉 선박의 경우 <Figure 3>의 (5)와 같이 

SANET-CC 메시지(Beacon)를 수신하여 다음의 

작업을 수행한다. 

Ⅰ. 선박은 여러 공급자가 있을 경우 선박이 위

치한 구역의 이전 구역 공급자 선택한다. 

Ⅱ. 선박은 AREQ를 M-Ship으로 보내고 (6)과 

같이 M-Ship으로부터 AREP 수신을 위해 

대기한다. 

Ⅲ. 선박이 M-Ship으로부터 AREP를 수신하여 

(7)과 같이 IP 주소를 할당 받는다.

Ⅳ. 선박이 M-Ship으로부터 AREP를 수신하였

으나 IP 주소 할당이 되지 않거나 주소 요

청 응답 대기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IP 주

소 할당 시도 횟수(Ntry)를 1 증가시킨다. 

그리고 IP 주소 할당 시도 횟수가 100회 이

상이 되면, 위치에 상관없이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공급자에게 IP 주소 할당 받는다. 

응답 시간이 동일하게 온 경우에는 그 중 

랜덤하게 공급자를 결정한다.

Ⅴ. 선박이 M-Ship으로부터 AREP를 수신하여 

(7)과 같이 IP를 할당 받은 후, (8)과 같이 

공급자로 선택되면 추가적으로 IP 블록을 

받는다.

Ⅵ. 선박은 공급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Beacon 

신호를 발송한다.  

3.5 육상 기지국이(공 자)일 때의 차

육상 기지국이 공급자로서 두 가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육상 기지국은 주기적으로 

Beacon 신호를 발송하여 <Figure 3>의 (1)과 같

이 선박에게 자신의 위치와 서브넷 정보를 알려

준다. 둘째, 원 홉 선박에게  (2)와 같이 IP 주소 

할당 요청이 들어오면 (3)과 같이 선박에게 IP 주

소를 할당한다. 그리고 (4)와 같이 IP 주소 블록

을 할당 받을 1홉 구역의 M-Ship 개수 고려하여 

IP 주소 블록의 크기를 결정하여 할당한다. 따라

서 원 홉의 M-Ship이 할당 받을 IP 주소 블록의 

크기는 NIABM = (K –Ns1) / (NMS +1) 이다.  

Ns1 1홉에 위치하고 있는 선박의 수이며, NMS

은 1홉의 각 구역에 위치할 M- Ship의 총 개수이

다. 그리고 육상 기지국도 추가적인 할당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IP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육상 기지국의 수를 더한다. K는 IP 

주소 개수이고 3000, 6000, 9000, 12000, 15000, 

30000, 60000개로 설정한 변수이다.  NIABM의 

값을 결정 후, IP 주소 할당 테이블을 참고하여 

IP 주소 할당 정보를 완성한다. 그 다음 육상 기

지국은 (4)와 같이 AREP 요청자중 M-Ship으로 

결정된 공급자에게 전송한다. 육상 기지국은 할

당된 IP 주소와 IP 주소 블록을 Used로 표시하여 

IP 주소 할당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  

3.6 선박(공 자)일 때의 차

육상 기지국과 같이 IP 블록을 할당 받은 

M-Ship도 <Figure 3>의 (5)와 같이 공급자로서 

주기적으로 Beacon 방송을 한다.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하며 다수의 요청자들로부터 수신한 IP 주

소 할당 요청을 주기적으로 처리한다. IP 주소를 

할당할 때, M-Ship은 수신한 AREQ를 저장한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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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여 다음 구역에 위치한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AREQ의 수를 계산하고, IP 할당 시도 횟

수가 높은 선박에 우선 할당한다. 만약 보유한 

IP 주소에 비해 요청이 많으면 이전 공급자에게 

요청하여 IP 주소 블록을 재할당 받을 수 있다. 

즉, 육상 기지국과 마찬가지로 요청자들에게 항

상 IP 주소를 할당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요청

자가 위치한 구역의 이전 구역에 M-Ship 존재하

지 않는 경우, IP 주소 할당 규칙은 다음과 같이 

육상 기지국의 IP 주소 할당과 차이가 있다. 

⦁보유 IP 주소의 수가 요청자의 수보다 많거

나 같을 경우, IP 주소를 모든 요청자들에 

할당한다. 다음 구역에 M-Ship이 없는 경우, 

M-Ship 선택 조건에 의해 결정된 선박에 공

급자의 IP 주소의 반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 

요청자 수가 2인 경우 각각의 선박에 1개의 

IP를 할당하고, 선택 조건에 의해 결정된 선

박인 M-Ship에는 공급자의 IP 주소의 반을 

할당한다. 

⦁보유한 IP 주소의 수가 요청자의 수보다 적

을 경우 요청자 중 일부만 하나의 IP 주소를 

우선 할당하고, 이전 구역의 공급자에게 IP 

주소 블록을 재 할당 요청한다. 우선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할 요청자를 선택하는 기준

은 전송 받은 AREQ 메시지의 IP 주소 할당 

시도 횟수 헤더를 보고 결정한다. 

⦁Ntry의 값이 가장 가장 큰 순서대로 요청자

들이 선택된다. 

⦁Ntry가 모두 같은 요청자들이 발생한 경우 

이들 중 무작위로 선택한다. 

⦁요청자의 현재 구역이 공급자의 다음 구역

이 아니지만 IP 주소 할당 시도 횟수가 100 

이상 일 경우에는 해당 요청자가 위치한 구

역의 이전 구역에 M-Ship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인식하고 IP 주소를 할당한다.

육상 기지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IP 주소 할당 

정보를 완성한다. 보유한 IP 주소들을 모두 소진했

다면 IP 주소를 다시 요청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4. 시뮬 이션

이 장에서는 시물레이션을 이용하여 SANET-CC 

성능을 분석하여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서 아래와 같이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IP 주소 할당 비율: 모든 선박의 수 대비 IP 

주소를 할당한 선박의 수의 비율이다. 이 파

라미터를 통해 SANET-CC를 적용하여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네트워크 전체에 IP 주소가 

얼마나 전파되는지 알 수 있다. 

⦁IP 주소 할당 시간: 요청자가 공급자로부터 IP 

주소를 할당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Figure 4> The SANET topology 
for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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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뮬 이션 조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SANET 토폴로지, 

선박의 수, 선박의 이동성, 전송 거리, IP 개수, 

IP 할당 대기 시간은 다음과 같다.

⦁SANET은 <Figure 4>와 같이 하나의 육상기

지국과 N개의 선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N은 

네트워크 선박의 수로서 시뮬레이션 변수이다. 

SANET-CC는 6x12로 나누어진 구역의 M-Ship을 

통해 트리 형태로 IP를 할당하기 때문에 N의 값

에 따라 IP 할당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

서 선박 수를 변수로 설정했으며 선박 수는 100

대를 기본값으로 100대씩 증가시켜 400대까지 

측정한다. 

⦁선박의 위치는 X-Y좌표로 표현되며 표현된 

값을 이용하여 선박이 위치한 구역이 계산된다. 

육상 기지국의 위치는 (30, 0) 킬로미터로 고정이

며, 선박의 초기 위치는 (60x120) 킬로미터 지역

에 무작위로 선택한다. 각 선박들은 육상 기지국

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높게 존재한다.  초기 위

치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육상 기지국

의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 초기 위치를 (60x120) 

킬로미터 설정한 이유는 선박의 가장 짧은 마스

트 길이의 최소 전송 거리가 20km~30km 감안하

여 육상 기지국을 기준으로 좌우 30km씩 총 

60km로 설정했으며, 육상 중계기의 설치를 고려

한다면 이 값은 좌우로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육상으로부터 120Km까지의 거리를 설정한 이유

는 선박의 가장 긴 마스트 길이의 최대 전송 거

리가 120km임을 감안하였고 또한 2021년 실용

화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망(LTE-M) 구축을 통한 해상에서의 고속 데이터 

전송 서비스 실현 가능 최대 거리가 100Km로 임

을 감안하였다. 

⦁선박의 이동속도는 14~23노트이며 선박의 

X-Y좌표는 속도에 의해 증가 또는 감소한다. 

⦁육상 기지국의 전송 거리는 120km이며 선

박은 0~120km 내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설정된

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SANET의 채널 접속은 TDMA 기반 임으로 

육상 기지국과 선박은 2,250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1분 길이의 프레임 기반 메시지를 송수신 한다. 

⦁육상 기지국은 주기적으로 프레임당 200개

의 고정 슬롯을 할당한다. 선박은 매체접속제어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프레임 당 10

개의 슬롯을 할당한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AOVD를 사용한다(ITU, 

2014). AOVD파라미터 값은 SANET 환경에 맞

도록 수정 적용하였다. 

⦁SANET-CC에서 IP 요청 후 대기 시간

(TAREP)은 시뮬레이션 변수이며, 그 값은 25 

milli second (0.025초), 50 milli second (0.05초), 

75 milli second (0.075초), 100 milli second (0.1

초) 주어진다. TAREP를 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선박 수가 증가할수록 TAREP이 IP 할당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예측되었고 대기 시간이 

100ms 넘는 경우에는 IP 할당 비율에 편차가 거

의 없어 25ms부터 100ms까지를 변수로 설정하

였다. 

⦁IP 개수 K도 시뮬레이션의 변수이고 그 값

은 K= 3000, 6000, 9000, 12000, 15000, 30000, 

60000 이다.  육상 기지국의 서브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IP 개수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속하지만 IP 개수와 IP 할당 비율과의 상관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6 x 12 구역에 IP 블록을 할당한

다. 다음 구역으로 할당 시 보유 IP의 1/2씩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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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P allocation ratio by IP count (TAREP 25ms)

하기 때문에 마지막 12번째 구역에 공급자가 설

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11+N)x7의 IP가 필요한

데 선박 수를 의미하는 N의 값에 따라 다르게 때

문에 약 15000~18000개 사이의 값이 필요하다. 

이러한 IP 개수와 선박 수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서 3000에서 15000까지는 고정된 IP 개

수로 15000 이후에는 배율로 변수 값을 설정하

였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시뮬레이션 시간은 188 

프레임(분)이다. 

⦁각 시뮬레이션은 선박 수-IP 개수-IP 대기시간

으로 구분하여 실행된다. 다시 말하면 100-3000-25, 

100-3000-50, 100-3000-75, 100-3000-100, 100-6000-25, 

100-6000-50, 100-6000-75, 100-6000-100 같이 112

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실행되며 각각의 

조건에서 평균을 얻기 위해 10회의 시뮬레이션

이 실행된다. 총 시뮬레이션 시간은 약 188 프레

임이다. 각각의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10회로 설

정한 이유는 100회 이상의 시뮬레이션 실행 결

과 평균값이 10회 평균값과 편차가 거의 없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편차가 최대 10%까지 나타

났기 때문이다. 

4.2. 시뮬 이션 결과

SANET-CC의 SANET에 대한 적용 가능성 확

인을 위해서 IP 주소의 할당 비율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분석한다. 첫째, IP 주소 할당 비율의 결

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IP 할당 비율은 N, K, 

TAREP의 값과 관계없이 매 시뮬레이션마다 평

균적으로 약 91%의 선박들이 IP 주소를 할당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SANET-CC가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선박들에게 트리 토플리지 형태

로 IP 주소를 분배하는 구조가 네트워크 전체에 

IP 주소를 보급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P 요청 후 대기시간이 25ms일때 IP 할당 비

율을 나타낸 <Figure 5>를 살펴보면 선박 수, IP 

개수 조건에 상관없이 매 모의시험마다 평균적

으로 약 81%의 선박들이 IP 주소를 할당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박 수가 작을 수록 IP 

할당 비율이 높은데 그 평균은 97.09%, 78%, 

73.60%, 73.28%이다. 이처럼 IP 요청 후 대기시

간이 짧은 환경에서는 선박 수가 100 일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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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P allocation ratio by IP count (TAREP 50ms)

<Figure 7> IP allocation ratio by IP count (TAREP 75ms)

약 97%의 높은 IP 할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선박 수가 증가할수록 할당 비율이 70% 대로 하

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박 수가 증가할수록 

많은 요청메시지가 발생하고 공급자는 이 메세지

를 큐에 저장하여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요청 메

세지가 많아질수록 응답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

고 25ms 안에 IP를 할당 받지 못한 선박은 재 요

청을 하기 때문이다. 

⦁IP 요청 후 대기시간이 50ms일때 IP 할당 비

율을 나타낸 <Figure 6>을 살펴보면 선박 수와 

IP 개수 조건에 상관없이 매 모의시험마다 평균

적으로 약 91%의 선박들이 IP 주소를 할당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박 수가 작을 수록 

IP 할당 비율이 높은데 그 평균은 97.20%, 90%, 

88. 62%, 88.65%이다. 이는 IP 요청 후 대기시간

이 짧은 환경에서 선박 수가 100일때는 약 97%

의 높은 IP 할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선박 

수가 증가할수록 할당 비율이 88~90% 대로 하락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5ms 결과와 비교하면 

약 12~15% IP 할당 비율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IP 요청 후 대기시간 IP 할당 비율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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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P allocation ratio by IP count (TAREP 100ms)

⦁IP 요청 후 대기시간이 75ms일때 IP 할당 비

율을 나타낸 <Figure 7>을 살펴보면 선박 수와 

IP 개수 조건에 상관없이 매 모의시험마다 평균

적으로 약 96%의 선박들이 IP 주소를 할당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선 결과에서는 선박 

수가 작을 수록 IP 할당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

였지만 75ms에서의 평균은 97.10%, 96.04%, 

95.61%, 95.66%으로 선박 수의 증가에도 IP할당 

비율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박 수가 100일때에는 앞선 두 결과와 동일하게 

약 97%의 할당 비율이 같지만 선박 수가 증가할

수록 할당 비율이 95~96% 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5ms의 경우와 비교하면 약 18% IP 

할당 비율이 향상되었고, 50ms 결과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약 6~7% IP 할당 비율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IP 요청 후 대기시간이 IP 

할당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

인할 수 있다.  

⦁IP 요청 후 대기시간이 100ms일때 IP 할당 

비율을 나타낸 <Figure 8>을 살펴보면 선박 수와 

IP 개수 조건에 상관없이 매 모의시험마다 평균

적으로 약 98%의 선박들이 IP 주소를 할당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선 결과에서는 선박 

수가 작을 수록 IP 할당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

였지만 100ms에서의 평균은 96.24.10%, 98.51%, 

97.67%, 98.13%으로 선박 수가 증가할수록 IP할

당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수

가 100일때에는 앞선 세 결과와 비슷하게 약 

96%의 할당 비율을 나타냈지만 선박 수가 증가

할수록 할당 비율이 97~98% 대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5ms의 결과와 비교하면 약 2~3% IP 

할당 비율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오차 범위에 들

어간다. 이러한 결과는 IP 요청 후 대기시간의 

변화가 IP 할당 비율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침

을 의미한다. 대신 선박 수에 따라 그 영향 정도

가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

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IP 요청 후 대기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IP 요청 후 대기시간

의 증가는 IP 할당 완료 시간을 증가는 시키기 

요인이기 때문이다. 

⦁ IP 개수 증가 따른 패턴 변화를 살펴보면 4

가지 모두 일정한 범위 안에서 IP 할당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 패턴의 변화는 IP 할당 비율

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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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300_3000_100 Simulation

<Figure 10> 300_60000_100 Simulation

IP의 개수는 SANET-CC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

<Figure 9>는 3000개 IP를 가지고 할당한 결과

이다. 구역에 공급자로 선택되었지만 공급자가 

할당할 IP가 없어 공급자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다른 구역의 공급자로부터 IP를 할당 받

아 매우 복잡한 트리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Figure 10>은 60000개 IP를 가지고 할당한 

결과이다. 구역의 공급자가 IP를 할당함으로써 

트리 구조를 유지하면 IP를 할당하고 있다. 이러

한 구조는 새로운 선박이 들어오거나 선박의 

통신장비의 재 접속되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으

로 IP를 할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P 개수는 

IP 할당 비율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트리 구조로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최소 

(211+N)x7개의 IP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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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IP allocation time according to TAREP

둘째, IP 주소의 할당 완료 시간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 SANET-CC를 사용하여 모

든 선박이 IP 주소를 얻는 데 평균적으로 10초가 

소요된다. IP 주소 할당 완료 시간 결과는 선박 

수, IP 요청 후 대기시간, IP 개수의 조건에 관계

없이 3~13초 범위에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SANET-CC에서 IP 주소를 할당 받는 과정이 복

잡한 절차 없이 단순하게 요청자와 공급자 사이

에서 AREQ-AREP 교환만 수행하기 때문이다. 

IP 주소 할당 시간 결과를 통해, IP 자동 할당 프

로토콜로서 SANET-CC의 민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IP 요청 후 대기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IP 할당 완료 시간이 증가한다. 하지만 

선박의 IP 요청 후 대기 시간이 증가하면 비례하

여 요청 메시지의 수가 줄어들고 공급자는 더 많

은 요청 메시지를 분석하여 IP를 할당할 수 있다.  

적정한 IP 대기시간은 요청자들의 IP 주소 할당 

경쟁을 완화하고, 공급자는 IP 주소 요청하는 요

청자에게 빠르게 응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IP

의 할당 시간은 감소한다. 즉 IP 요청 후 대기시

간은 IP 완료 시간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면서 

반대로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다. <Figure 11>을 

살펴보면, 선박 수가 200~400일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2배에서 4배 증가하여도 완료 시간이 

2~3초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지만 선박 수가 100

일 경우에는 약 7초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 수를 고려하여 IP 요청 후 대

기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5.1. 이론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SANET-CC 프로토콜

을 이용하여 SANET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선박

에 IP를 할당하는 비율을 높이고 IP 할당 시간은 

낮추었다는 점이다. SANET 구성을 위해서 선박

에 IP를 할당하는 기존에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랜덤한 선박의 위치와 이동성 때문에 일관된 패

턴의 결과 값을 보여주지 못했고 공급자를 찾을 

수 없는 선박에는 여전히 유용하지 않는 문제점

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역을 좌



배경율ㆍ조문기

104

표 별로 구역을 나누고, 나누어진 구역별로 조

건에 의해 선택된 M-Ship을 도입함으로써 체계

적인 형태로 IP 자동 할당이 가능해 IP 할당 비

율을 크게 높였으며 IP 할당 시간은 줄일 수 있

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선박의 수가 50~200

으로 200개의 선박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

다. 선박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항구 

별로 다른 선박 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00개의 선박까지 확

장하였으며, 그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보다 높

았다. 이는 SANET-CC가 SANET에서 선박의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프로토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변수에 따른 최적의 

값을 도출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변수에 따른 

일관된 패턴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

한 환경을 가진 항구 별로 최적의 변수 값을 세

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수에 따른 결과값이 일정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변수 값을 조정하여 각각의 항구

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5.2. 실무  의의 

실무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SANET을 통해서 

IP 기반의 서비스를 선박에 제공하기 위해, 선박

들에게 IP 주소를 매우 효율적으로 할당해줄 수 

있는 SANET-CC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는 점이

다. 해상 초단파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SANET

의 좁은 대역폭 특성으로 인해, SANET-CC는 네

트워크 리소스를 절약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SANET-CC는 IP 주소의 중복을 확인하거

나 선박의 이동으로 발생되는 네트워크 병합 또

는 분할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사전에 방지하

여서 네트워크의 리소스를 절약하였다. 대신 요

청자와 공급자 사이의 단순한 AREQ-AREP 메시

지 교환을 이용하여 육상 기지국에서 M-Ship 그

리고 선박들로 이어지는 트리 구조의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를 전파하는데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SANET-CC의 

SANET에 적용 가능성 및 성능 평가를 위해 광

범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시뮬레

이션 결과에 따르면 SANET-CC의 성능은 주로 

선박의 위치와 마스터 길이에 의해 차이가 있는 

전송 거리가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IP 할당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선박 수와 IP 요청 후 대기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부분의 성능 패턴이 증

가 또는 감소하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와 비교 분석을 진

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평균적

으로 91%의 IP 할당 비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의 평균 85% 비해 6% 비율이 높아진 결과

이며 각각의 항구 환경에 맞게 변수를 조정한다

면 훨씬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모

든 선박이 IP 주소를 할당 받는데 평균적으로 10

초가 소요된다. 이는 기존 연구의 평균 20초에 

비교해보면 IP 할당 완료 시간이 반으로 줄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50~200개의 선

박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00~400

개의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그 효율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SANET-CC를 적용하면 

선박 수에 상관없이 IP 요청 후 대기시간이 75ms, 

IP 개수 30000개 이상 일 때 IP 할당 비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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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트리 구조의 전파 형식을 유지할 수 

있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SANET-CC가 선

박이 SANET에서 자신의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프로토콜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위성통신을 대신하여 근해에

서 지능형 해상 관제 시스템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망 설계에 활용이 가능하며 초고속 해상무

선통신망(LTE-M)이 구축되며 보다 다양한 지능

형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

의 값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이

다.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항구의 실제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선박을 세분화하여 IP 자

동 할당 프로토콜과 성능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SANET-CC를 실

제 해역에서 구현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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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NET-CC : Zone IP Allocation Protocol for 

Offshore Networks
1)

Kyoung Yul Bae*ㆍMoon Ki Cho**

Currently, thanks to the major stride made in developing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 variety of IT services are available on land. This trend is leading to an increasing demand 

for IT services to vessels on the water as well.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quest for various IT services 

such as two-way digital data transmission, Web, APP, etc. is on the rise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vailable 

on land.

However, while a high-spee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is easily accessible on land 

because it is based upon a fixed infrastructure like an AP and a base station, it is not the case on the 

water.

As a result, a radio communication network-based voice communication service is usually used at sea.

To solve this problem, an additional frequency for digital data exchange was allocated, and a ship 

ad-hoc network (SANET) was proposed that can be utilized by using this frequency. Instead of satellite 

communication that costs a lot in installation and usage, SANET was developed to provide various IT 

services to ships based on IP in the sea. Connectivity between land base stations and ships is important 

in the SANET. To have this connection, a ship must be a member of the network with its IP address 

assigned.

This paper proposes a SANET-CC protocol that allows ships to be assigned their own IP address. 

SANET-CC propagates several non-overlapping IP addresses through the entire network from land base 

stations to ships in the form of the tree. Ships allocate their own IP addresses through the exchange of 

simple requests and response messages with land base stations or M-ships that can allocate IP addresses.

Therefore, SANET-CC can eliminate the IP collision prevention (Duplicate Address Detection) 

process and the process of network separation or integration caused by the movement of the ship. Various 

  *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angMyung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Mook Ki Cho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the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G514, Hongji-dong, Jongno-gu, Seoul, 110-743, Korea 
Tel: +82-2-2287-5211, Fax: +82-2-2287-0072, E-mail: munkee@hanmail.net



배경율ㆍ조문기

108  Bibliographic info: J Intell Inform Syst 2020 December: 26(4): 87~109

simulation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is protocol to SANET. The outcome of such 

simulations shows us the following.

First, using SANET-CC, about 91% of the ships in the network were able to receive IP addresses 

under any circumstances. It is 6% higher than the existing studies. And it suggests that if variables are 

adjusted to each port’s environment, it may show further improved results.

Second, this work shows us that it takes all vessels an average of 10 seconds to receive IP addresses 

regardless of conditions. It represents a 50% decrease in time compared to the average of 20 seconds in 

the previous study. Also Besides, taking it into account that when existing studies were on 50 to 200 

vessels, this study on 100 to 400 vessels, the efficiency can be much higher.

Third, existing studies have not been able to derive optimal values according to variables. This is 

because it does not have a consistent pattern depending on the variable. This means that optimal variables 

values cannot be set for each port under diverse environments. This paper, however, shows us that the 

result values from the variables exhibit a consistent pattern.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applied 

to each port by adjusting the variable values. It was also confirmed that regardless of the number of ships, 

the IP allocation ratio was the most efficient at about 96 percent if the waiting time after the IP request 

was 75ms, and that the tree structure could maintain a stable network configuration when the number of 

IPs was over 30000.

Fourth, this study can be used to design a network for supporting intelligent maritime control systems 

and services offshore, instead of satellite communication. And if LTE-M is set up, it is possible to use 

it for various intellig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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