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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시로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고 차량 도가 변화하는 그리드 형태의 도로로 구성된 

도심의 VANET 환경에서 패킷 송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다 경로 패킷 송기법을 제안하 다.  다
경로 패킷 송기법은 이웃노드 리스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목 지까지 다 경로를 정한 후 도달가능

성이 높은 순서 로 1개 이상의 다 경로로 패킷을 송하는 방법이다. 다 경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드 형태의 도로환경에서 목 지까지의 거리  차량 도를 기반으로 다 경로를 선정하고 

각 경로 별로 패킷 임에 선호경로  Trace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Local Maximum에 빠질 확률을 

낮추고 경로 단 로 인한 경로 복구와 그에 따른 경로 복  패킷 송지연을 방지하여 패킷 단

률을 낮추고 패킷 송 성공률을 향상 시킬 수 있다.

1. 서론

  차량 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환경에서는 차

량의 이동속도, 도, 도로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목 지 까지 패킷 달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무선 특성상 

무선 범  안에 있는 노드들은 패킷 송신과 수신에 모두 

향을 받기 때문에 패킷을 계하는 노드들의 수를 최소

화해야 하는 문제가 기본 으로 존재 한다. 표 인 지리

기반 GPSR[1] 로토콜의 경우 목 지까지의 최단거리를 

선정하고 목 지와 가장 가까운 노드를 계노드로 선정

하여 패킷을 달한다. 이 과정에서 간에 계노드를 선

정하지 못할 경우 Local Maximum에 빠지게 되고 경로 

복구를 해 복구모드로 환하여 인 노드로 패킷을 

달하고 탐욕모드가 될 때 까지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후 

방향 탐색으로 패킷 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차

량의 도나 속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단 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고 패킷 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목 지까지 다 경로가 생성될 경우 다

경로로 패킷을 포워딩 하여 패킷 송성공률을 높이는 

다 경로 패킷 송 기법을 제안한다. 차량들 간에 수시로 

교환되는 비콘 메시지에 의해 갱신되는 차량 치 정보를 

이용하여 다 경로를 생성하고 세부 으로 목 지와의 거

리가 가깝고 도가 높은 경로를 1순 로 선정한다. 교차

로의 경우는 목 지까지의 후보경로가 3개 이상 선정될 

수 있다. 이 게 1개 이상의 최  경로 선정을 바탕으로 

소스노드는 첫 번째 계노드 선정 시 N개의 계노드를 

선정하여 패킷을 포워딩한다. 다 경로 송 시 정확한 경

로 분산과 경로 실패 시 복구방안에 하여 기술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련 연구  기존 라우  

로토콜의 문제  악하 고, 3장에서 제안기법에 해 

설명하 다. 그리고 4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방향에 

해 기술하 다.

2. 련 연구

2.1 GPSR (Greedy Perimeter Stateless Routing) 

로토콜

표 인 치기반 라우  로토콜인 GPSR은 차량 간 

비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이웃노드 리스트에 각 차량의 

치를 유지  갱신하며 비콘 주기가 짧을수록 최신 정

보를 유지하지만 반 로 네트워크 혼잡도가 높아진다. 

GPSR은 목 지와 가장 가까운 노드를 계노드로 선정하

여 탐욕모드로 패킷을 포워딩 한다. 간에 계노드가 없

는 경우 Local Maximum에 빠지게 되고 복구모드로 환

하여 인 노드를 통해 탐욕모드로 환될 때 까지 패킷을 

달한다[1]. 따라서 네트워크 역폭의 낭비가 심하고 경

로 재탐색 시 패킷 단 과 송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2 GBSR (Greedy Border Superiority Routing) 로

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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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PPR 다 경로 패킷 송기법

그림 1 경로 재탐색에 의한 패킷 송 지연

  GBSR은 Local Maximum  상황을 탈출하기 해 복구모

드 달 시 인 노드로 달하지 않고 무선최 경계에 가

장 가까운 노드로 달하여 복구모드를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 응형 이웃노드 리스트 리기법

을 용하여 Stale노드를 최소화 하므로 패킷 송성공률

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2]. 

  

  하지만 그림 1의 경우와 같이 차량의 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계노드가 무선범 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 패킷 달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복구모드

에 의한 경로 재탐색에 따른 패킷 단 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2.3 차량 도를 이용한 라우  로토콜

  차량 도를 이용한 라우  로토콜은 차량 도가 낮

을 경우 패킷 단 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완하기 해 차

량의 도가 높은 경로로 패킷을 포워딩하도록 하여 패킷 

송성공률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도 정

보를 유지하기 해 비콘 메시지에 도로정보와 도 정보

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라우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가 높지 않더라도 유효한 최단경로가 배제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3].

2.4 양방향 패킷 송 기법

그림 2 양방향 패킷 송 기법

  양방향 패킷 송 기법은 기존 GBSR 라우  기법을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패킷을 복제하여 두 번 송하므로 

도심 환경에서 한 쪽 경로가 단 되더라도 다른 한 쪽 경

로가 패킷 송 성공을 기 할 수 있어 네트워크 단 률 

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도로 환경에 따라 양방향의 경로

로 정확하게 분산되어 송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한 쪽 경

로 실패 시 복구모드로 인한 경로 복  패킷 지연 방

지는 기 하기 어렵다[4].  

  앞에서 소개한 련연구들은 차량의 치가 항상 변화

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경로 단 에 한 문제

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하여 패킷 송 성공을 완 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패킷 송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3. 다 경로 패킷 송 기법

3.1 다 경로 선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PPR(Multi Path Preference 

Routing)은 GBSR과 같이 향상된 응형 이웃노드 리스트

[2]를 기반으로 추가로 차량의 도  거리를 고려하여 

N개의 다  경로를 생성하고 그 에서 도달 가능성이 높

은 1, 2순 의 다 경로로 패킷을 포워딩하여 패킷 송성

공률을 높일 수 있다. 

    [표 1 MPPR 로토콜 노드 별 역할  동작]

Source Node

1) 경로 리스트 생성

2) 경로 우선순  결정

3) 첫 계노드 선정

Relay Node
1) 다음 계노드 선정

2) 경로 실패 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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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BSR 무선 경계범  계노드 선정 기법

3.2 다 경로 리스트 생성 기법  

  다 경로의 우선순 는 이웃노드 리스트의 치정보를 

기반으로 그리드 기반의 MAP 상에 각 노드를 으로 표

시하고 그 들의 도와 목 지까지의 거리를 기반으로 

N개의 다  경로 리스트를 생성한다고 가정한다.

 

       [표2 MPPR 다 경로 리스트 생성 ] 

우선 순 도(V수) 거리(m) Preference 노드 도달 가능성

1 180 2000
V1, V2, V3, V4, 

V5, V6
90%

2 96 1200 V1' V2' V3' 80%

3 70 1500
V1" V2" V3", 

V4"
46%

3.3  첫 번째 계노드 선정 기법

그림 3에서 유효한 경로가 2개이기 때문에 Source Node 

무선범 에서 두 개의 경로의 첫 번째(V1, V1') 계노

드를 선정한다. 

3.4  각 경로 별 선호경로 선정 기법

GBSR의 계노드 선정기법을 사용하여 그림 6의 Source 

Node부터 시작하여 Destination Node 까지 무선범 경계

에 있는 노드를 계노드로 선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경로상의 다음 계노드들을 선정한다. 그리고 그 계

노드의 ID 는 Address를 선호경로 값으로 Preference 

필드에 순서 로 등록한다. 

               [표 3 패킷 임 설계]

Destin

ation

Sourc

e

Multi

-Path
Trace Preference Data

D S Y V1, V2
V1, V2, V3, 

V4, V5, V6
Massage1

Multi-path 필드: 패킷이 2개 이상의 경로로 복되

었음을 표시

Trace 필드: 지 까지 거쳐 온 계노드 값 표시

Prefernece 필드: 소스노드가 목 지까지의 경로 상에 

있는 최 의 계노드들로 선정한 값의 집합

  

3.5 선호경로를 이용한 다음 계노드 선정 기법

그림 5  MPPR 다음 계노드 선정 기법

  표 3의 Trace 필드는 지 까지 거쳐 온 계노드를 표

시한다. 만약  계노드가 Preference 값을 참조하여 

V3 방향으로 무선경계범 의 다음 계노드를 선정하지 

못하면 목 지를 기 으로 무선범 경계 계노드를 검색

하게 된다. 결국 계노드를 선정하지 못하고 Local 

Maximum상태에 빠지게 되면 GBSR의 복구모드로 송

한다. 이 경우 경로 후퇴가 발생하게 된다. Trace 필드에 

자신이 지정한 계노드 값이 포함된 메시지를 수신한 

계노드는 경로단 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킷

의 경로 후퇴를 막기 해 표2의 Multi-Path 필드 옵션 

값을 참조하여 다 경로로 송된 패킷 여부를 확인하여 

패킷을 드롭 하거나 계속 계할 수 있다. 만약 

Mutl-Path 값이 Y라면 네트워크 역폭 낭비롤 이기 

해 패킷을 드롭하고, N 이라면 경로가 하나뿐이므로 탐

욕모드를 만날 때까지 복구모드로 패킷을 달한다. 소스

노드는 지정된 시간이 지나서도 패킷이 달되지 않으면 

재 송을 하게 된다. 목 지 노드는 2개의 경로로 도착한 

동일한 패킷은 도착 우선순 에 따라 폐기한다. MPPR은 

계노드가 선호경로를 우선 으로 참조하기 때문에 Local 
Maximum에 빠질 확률을 낮추고 두 개의 경로로 정확하게 

패킷이 분산되도록 하며, 경로의 분산 여부에 따라 복구모

드 진행 여부를 제어한다. 

4. 결론

본 논문은 VANET 환경에서 패킷 단 률을 낮추고 송

성공률을 높이기 해 다 경로 패킷 송기법을 제안 하

다. 이 방법은 차량의 도와 거리를 고려하여 다 경로

를 생성하고 도달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1개 이상 선정하

여 포워딩하므로 패킷 송성공률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한 계노드가 선호경로를 기반으로 달하기 때문에 

Local Maximum에 빠질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2개의 경

로로 패킷 달 시 경로 복을 방지하여 네트워크 역

폭 낭비와 송지연을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패킷 

임 추가로 인하여 그에 따른 라우  오버헤드가 발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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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2개의 경로로 패킷 송 성공 시 단일경로 

송에 비하여 불필요한 네트워크 역폭 낭비가 발생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킷 송 시나리오 별 시뮬 이션 환경

을 구 하고 경로선정 기법을 개선하여 더 정확하고 효율

인 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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