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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자율-구성 차량 네트워크 환경에서 차량 내 정의된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주소 체계를 제안한다. 기존 

IPv6 기반 주소 설정 기법은 차량 내에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율-구성 차량 네트워크 구

축 시 기존 방법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AT 개념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IPv6 기반의 ULA 주소 체계를 활용

하여 차량 내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 체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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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사물인터넷 관련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이 진행 중이다[1]. 

특히, 사물인터넷 기반 차량 네트워크는 서비스는 자율 주행을 포함하

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 기반 자율-구성 차량 네트워크 구축 시 

사용 가능한 주소 설정 기법을 제안하다. 제안하는 주소 설정 기법은 

IPv6를 기반으로 제안되며 기존 IPv6 주소체계는 자율-구성 차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소 설정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이유는 기존 

IPv6 구조는 이동 환경에서 주소에 대한 중복성 평가 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크며  차량 내에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필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NAT 개념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IPv6 기반의 ULA 주소 체계를 

활용하여 차량 내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 체계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기존 방식에 대한 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3장에서 

ULA 기반 자율-구성 차량 네트워크 내 서비스 식별을 위한 ULA 

기반 IPv6 주소체계를 제안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II. Preliminaries

IPv6 구조는 그림 1에 도시하고 있다. IPv6는 글로벌 및 로컬 

등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 필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량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주소에 정의할 수 있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AT 개념을 적용하여 만들어

진 IPv6 기반의 Unique Local Address(ULA) 주소체계[2]를 활용하

여 차량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 기반 네트워크 구성 시 자율-구성에 

필요한 새로운 IPv6 주소 체계를 제안한다. 

Fig. 1. IPv6 structure 

Ⅲ. Proposed common service discovery method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식별을 위한 ULA 기반 IPv6 주소체계를 

제안한다. 그림 2는 ULA 주소체계를 도시하고 있다. ULA는 글로벌 

ID, 서비스 ID, 인터페이스 ID 등 3개의 다른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량 네트워크 내에 서비스 기반 

네트워크 구성시 필요한 서비스 ID, 차량 ID 등에 사용될 ID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8. 7)

132

Fig. 3. Proposed address structure ID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주소 필드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Fig. 2. ULA structure

이런 ULA 주소 구조의 특징은 차량 네트워크 구성 시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차량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하나의 ID로 

식별할 수 있는 필드가 있기 때문에 주소 설정에 용이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량 내에 서비스 식별을 주소 구조는 그림 3에 도시하고 

있다. 그림처럼 3개의 ID가 필요하며 각 ID별로 사용되는 영역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다. 우선, 로컬 네트워크 ID가 가장 큰 범주에 

속하며 로컬 네트워크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다음으로 차량 

ID이다. 이 ID는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ID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ID이며 이는 차량 내에 정의된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ID이다. 

각 ID는 ULA 주소에 적용되어 로컬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각 

차량의 IP 주소를 생성할 때 사용된다.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차량 

의 주소를 생성하는 방법은 로컬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ID가 동일하며 차량을 식별하는 ID는 차량 식별을 위해 

유일한 ID가 사용되며  마지막으로 차량 내 서비스 ID는 로컬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식별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로컬 네트워크 내에 차량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 체계를 제안하였다. 추후 제안된 기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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