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고에서는 차량 안전과 자율주행 서비스 개념을 설명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9GHz WAVE 통신 기술 개

발과 3GPP V2X 통신 기술 표준화 현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ETRI 에서 연구하고 있는 V-Link 통신 기술의 개발과 향후 전

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자동차는 인간에게 공간적으로 빠른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 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자동

차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자

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과 사고, 그리고 환경적인 오염은 인간에

게 난제를 안겨 주었다. 국내의 경우 2015년 자동차 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4,600명이고 사고건수는 약23만건에 달한다고 한

다. 자동차의 이동에 따른 교통 혼잡, 매연가스 와 스모그 현상

은 대도시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 이러한 자동차로 인한 사고, 

교통 혼잡 및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국에서는 

차량 안전과 C-ITS 기술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차량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차량 레이더와 카메라 비전을 기반으로 차량의 전후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시에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

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센서의 인지 

거리와 범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인식 정

확도가 변화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76GHz 차량 

레이더는 최대 검지 범위가 200m 이내이고 검지폭도 15도 정

도로 좁은 특성을 가지며 다수의 물체 인식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차량 센서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차량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V2X 통신 기술의 도입이다. V2X 통신은 차량간 

통신과 차량과 인프라간 통신을 의미하며 미국의 IEEE 통신 표

준인 5.9GHz WAVE 통신기술을 말하기도 한다. 이 통신기술

은 차량이20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환경에서 최대1km까지 

통신이 가능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지연시간이 

100msec이내인 통신기술이다. 차량에 이러한 V2X 통신기술이 

적용되면 차량 센서의 인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차량의 주변 상황과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

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운전부주위로 인한 사고를 최대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미국 DOT 연구 결과가 있다(1). 

V2X 통신 기술은 차량 센서들과 융합하여 Connected Car 

라 불리며 실시간 연결을 통한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운전자의 개입없이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

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차량 안전과 자율주행 서비스 개념을 설명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9GHz WAVE 통신 기술 개

발과 3GPP V2X 통신 기술 표준화 현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ETRI 에서 연구하고 있는 V-Link 통신 기술의 개발과 향후 전

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V2X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는 차량 안전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차량 안전 서비스는 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프라를 

거치지 않고 차량간 직접 통신으로 차량의 상황 정보를 운전자

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 형태를 말하며 긴급 브레이크 경고와 교

차로 경고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통신 기능이 포함된 차량 단말이 부착되고,차량 내부 네트워

크인  CAN과 GPS가 연결되어 차량의 속도와 방향 등의 주행 

정보는 물론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차량 단말은 차량의 주행 상태 정보와 위치 정보를 V2V 통

신을 통해 주기적으로 방송하여 이 메시지를 수신한 차량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테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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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량이 브레이크 밟으면 뒤따르는 차량은 이를 바로 인지

하고 운전자에게는 경고음을 알려 주어 추돌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행 안전 메시지와 V2V 통신기술은 표준화가 진

행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표준화된 안전 메시지는 BSM(Basic 

Safety Message)이라 부르고 V2V 통신기술 표준을 WAVE 라

고 부른다. 표준 기술을 통한 차량 안전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2).

•메시지 Latency: 100msec 이내

•메시지 수신 오율: 10% 이내

•위치 정확도: 차선 구분이 가능 

•메시지 인증 및 보안 기능

자율 주행 서비스는 차량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

으로 목적지까지 차량 스스로 주행 제어를 하는 서비스 형태로 

군집 주행, 자동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있다. 

자율 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량 안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차량 단말이 부착되고 차량 단말에는 CAN과 GPS

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량 단말은 CAN 을 통해 차량의 속도

와 방향 등의 주행 정보를 얻고, GPS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게 위한 차량 센서와 

제어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군집 주행 서비스의 경우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인지하는 차

량 레이더와 주행 차선을 구분할 수 있는 카메라가 부착된다. 

이러한 차량 센서와 V2X 통신 장치의 결합으로 차량은 자신의 

주행 정보와 주변 상황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안전하게 주행 제

어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그룹을 

형성하여 주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집 주행 서비스는 

사고를 줄이고 도로의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자율 주행 서비스 또한 차량 안전에서 사용하는 

BSM(Basic Safety Message) 표준과 WAVE 통신기술이 사용

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안전 서비스가 메시지 경고 서비스인 

반면 자율주행 서비스는 고속 주행성과 기술의 신뢰성이 고려

되어야 하는 차량 제어 서비스인 만큼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메시지 Latency: 25msec 이내  

•메시지 수신 오율: 1% 이내

•위치 정확도: 25cm 이내  

•차량 제어 정보 보안 기능 

다음으로 협력 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기술은 

WAVE 통신 기술과 LTE V2X 통신기술이 있으며 이 기술에 대

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ETRI 에서 추진하고 있는 V-Link 기

술 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1. WAVE 통신 기술 

협력 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V2X 통신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차량에 탑재되는 On-Board Equipment(OBE)와 도로변에 

설치되는 Road Side Equipment(RSE) 그리고 TCP/IP 통신망과 

교통 정보 센터로 구성이 된다. GPS 는 차량에 위치 정보와 동기

화된 시간 정보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OBE간 V2V 무선통신과 OBE와 RSE 간 무선통신으로 미국

은 IEEE 통신 표준을 따르며, 유럽은 ETSI 통신 표준으로 ITS 

G5 라고 부른다. 이 두 표준은 모두 5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

하며 200km/h 속도로 주행하는 환경에서 최대 전파 도달 거리

가 1km 이고 전송 메시지의 Latency 가 100msec를 만족하여 

그림 1. BSM기반 차량안전 서비스

그림 2. 군집주행 서비스 개념

그림 3. V2X 통신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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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주파수 대역폭으로 10MHz를 사용할 경우 최대 데이터 전

송 속도는 27Mbps 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

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차량 안전과 C-ITS 서비스 

용도로 5.9GHz 주파수 대역에서 5.855~5.925GHz(70MHz)

을 새롭게 할당하였다.  아래 <그림 4>는 국내 ITS 서비스가 사

용하는 DSRC 통신과 WAVE 통신의 주파수 대역을 보여 준다. 

 

 

V2X 통신을 위한 OBE와 RSE는 그림과 같이 물리 계층, 

MAC 계층, 네트워킹 계층, 보안 계층과 응용 서비스 계층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물리계층은 20MHz 대역의 WLAN 규격을 

10MHz 대역으로 변환된 규격으로 차량의 고속 이동성과 다중 

경로 페이딩 환경을 고려하여 WLAN 에 비해 심볼 길이가 2배

로 늘어나서 무선 채널의 전파 지연에 강인한 특성을 갖지만 데

이터 전송속도는 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최대 1km까지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송신 출력을 높였다. 

MAC 계층은 CSMA/CA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멀티 채널 동

작을 수행한다. WAVE 무선 채널은 한 개의 서비스 채널과 6개

의 서비스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 채널은 링크 초기 접

속에 필요한 메시지나 차량 안전 메시지를 전송하고 서비스 채

널은 일반적인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는 채널로 사용한다. 시스

템을 구성할 때 송수신기가 하나인 경우에 제어 채널과 서비스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어 채널과 서비스 채널을 

시간적으로 교번하면서 통신하는 동작을 멀티 채널 동작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계층에는 IP 통신 프로토콜과 WSMP(WAVE Short 

Message Protocol)프로토콜이 있는데 IP 프로토콜 메시지는 

서비스 채널을 이용하고 WSMP 메시지는 제어 채널이나 서비

스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응용 계층은 앞에서 설명한 차량 안전 서비스를 위한BSM 메

시지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보안 계층과 연동

하여 BSM 메시지에 대한 서명과 검증, 암호 기능을 제공한다.   

WAVE 통신을 이용하여 차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연구개발과 시범 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미국에서

는 WAVE 통신 표준을 만족하는 OBE, RSE 장비를 개발하고 

BSM 응용 메시지를 구현하여 실제 도로 환경에서 서비스를 시

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Safety Pilot을 운영하였으며 일반 운전

자가 참여하여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WAVE 통신을 이용한 긴급 브레이크 경고, 교차로 안전 서

비스는 운전자가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었으며 차량에 기

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차량이 주행하는 도심지 NLOS 전파 환경과 수백 대의 차

량이 밀집되어 있는 조건에서 WAVE 통신의 성능이 저하되

며 이에 대한 성능 개선 필요하다.

WAVE 통신기술이 실용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하

는 위와 같은 문제는 다양한 성능 향상 연구로써 추진되고 있

다. 도심지 NLOS 채널 환경에서 채널 추정 기술과 안테나 

Diversity 기술을 적용하여 모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차량 수 백대가 밀집되어 있는 무선 채널에서는 CSMA/CA방식

에 TDMA 개념을 추가한 무선 자원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된 WAVE 통신은 원

활한 차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서비스를 

위해서는 메시지 전송의 latency와 패킷 전송 에러율에 대한 성

능 향상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2. LTE V2X 통신 기술 

미국의 WAVE 표준 기술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3GPP 시스템

에서도 V2X 통신을 제공하려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

는 차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LTE V2X 통신과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LTE enhanced V2X(eV2X)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LTE V2X 표준은 2014년말 표준화를 시작하여 현재 통

신서비스 요구사항과 시스템 구조, 그리고 무선 전송에 대한 기

본 규격이 완성되었다.  

LTE V2X 통신 시스템은 아래 <그림 6,7>과 같이 차량간 직

접 통신에 의한 시스템과 기지국 접속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구

분된다. <그림 6>은 차량간 통신에 의한 시스템으로 별도 주파

그림 4. 국내 ITS 주파수 대역 할당

그림 5. WAVE 통신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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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사용하는 PC5 무선 접속과 무선 자원을 자율적으로 분산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7>은 기지국을 포함하는 통

신 시스템으로 차량간 직접 무선 접속 (PC5)와 차량과 기지국

간 무선접속(Uu)를 제공하고 기지국이 무선자원을 전체적으로 

할당하는 중앙 제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LTE V2X 통신은 차량 안전 서비스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무

선 전송 규격을 제안하고 있다. 차량이 최대 500km/h 속도로 

주행하는 무선 채널 환경과 도심지에서 차량이 밀집되어 동시

에 수백 ~ 수천 대가 통신하는 실제 운용되는 조건을 반영하여 

물리 계층과 MAC 계층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하였다. 

•	고속 차량 채널에 강인한 무선 전송 프레임 구조 

•	수백 ~ 수천 대가 동시 접속을 지원하는 무선 자원 할당   

차량이 고속으로 이동하면 도플러 주파수가 증가하므로 이는 

급격한 무선 채널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채널 변화에도 채

널 추정이 용이하도록 채널 추정을 위한 기준 신호를 서브 프레

임당 4번 전송하도록 물리계층의 전송 규격을 변경하였다. 그

리고 서브 프레임에서 마지막 심볼은 기지국에서 동기를 위해 

사용하게 하였다. 

차량 단말이 밀집되어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 Congestion 문

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MAC 계층에서의 스

케줄링 방법이 제안되었다. PC5 Side-link 만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은 분산 제어 방식으로 운용이 되므로 채널의 사용이 증

가하더라도 채널의 시간과 주파수 자원 할당을 파악하여 자원을 

달리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PC5 Side-link 와 Uu 무선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은 기지국에서 시간과 주파수 

자원을 프레임 단위로 자원을 재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LTE V2X 통신 규격을 사용하여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 무선접속의 사용 방법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달라진다.  PC5 

Side-link 만을 사용하면 차량 단말에 응용 서비스를 탑재하는 

형태로 간단한 구조를 갖는다. 

그림 6. LTE V2V(PC5) 통신 시스템 구성

그림 7. LTE V2V/V2I 통신 시스템 구성

그림 8. LTE V2X 물리계층 프레임 구조

그림 9. LTE V2X 패킷 스케줄링

UE A
(Vehicle)

V2X 
Application

UE B
(Stationary)

V2X 
Application

PC5

V5

RSU

그림 10. PC5 Side-link로 구성된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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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차량과 기지국간 무선 접속(Uu)을 포함하고 

MBMS을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조는 아

래 <그림 11>과 같은 패킷 코어 망 기능이 추가되므로 복잡해지

게 되고, 패킷 코어 망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갖

게 된다.     

LTE eV2X 는 군집 주행, 차량 센서와 V2X 통신을 이용한 

협력 인지, 원격 제어 서비스 등의 자율 주행을 위한 통신을 포

함하고 있다. 자율 주행을 위한 무선 통신기술은 latency 와 

신뢰성이 중요하며 10msec 정도의 Latency와 99.999% 정도

의 신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능은 LTE V2X 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리 계층의 프레임 구조와 MAC 계층에서의 

무선 자원 제어 기술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응용 서비스에 따라 요구하는 Quality of Service 를 만족하기 

위한 기술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자원 관리 기술이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3. V-Link 기술 개발  

ETRI 는 2016년부터 차량 안전과 협력 주행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WAVE 통신기술과 호환성을 유지하는 V-Link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V-Link 통신 기술은 WAVE 통신기술

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 무선 링크 PER 성능 그리고 수백 대

의 단말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전송 기술을 목표로 하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최대 100Mbps 데이터 전송 속도 

•	패킷 에러율이 0.01% 이내   

•	수백 대가 동시 접속이 가능한 MAC 기술  

이러한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물리계층에서는 송수

신기가 2개로 송신하고 수신하는 Dual 채널 방식을 적용하고, 

MAC 계층에서는 TDMA 방식을 적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

다. Dual 채널 동작은 서로 다른 물리적인 두 개의 주파수 채널

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주파수 채널에 서로 다른 정보를 

전송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두 

개의 주파수 채널에 동일한 데이터를 보낼 경우 다이버시티 효

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TDMA MAC 은 제어 채널에 적용하며 

채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채널 할당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QoS를 만족하는 알고리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V-Link 통신과 LTE V2X 통신의 연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LTE V2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2GHz 대

역 통신 사업자용 주파수이다. 2GHz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PC5/Uu 동시 무선 접속을 할 수 없고 주파수를 공유해

야 하는 단점이 있어 PC5 접속은 5.8GHz WLAN 대역을 별도

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LTE V2X 는 2개의 주파수

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차량에서는 5.9GHz WAVE를 의무 장착을 하게 되면 

차량에서의 통신 주파수은 적어도 3개가 될 것이며 이 경우 차

량 단말의 시스템 복잡도는 증가한다. 

5.8GHz WLAN 대역을 사용할 경우 항상 간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추가되면 LTE V2X PC5

에서는 5.8GHz 대역을 사용하면서 5.9GHz WAVE(V-Link)

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단말의 무선 접속 인터

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WAVE compatible V-Link: 5.9GHz V2X 무선 접속 

•	LTE V2X: 2GHz Uu(V2I) 무선접속, 5.8GHz PC5(V2V) 

무선 접속   

  

그러므로 차량에서 차량 진단 및 차량 안전, C-ITS, e-call

Vehicle 
UE E-UTRAN MBMS 

GW BM-SC
V2X 

Application 
Server

MME P-GW

LTE-Uu

M3 SGi

S-GW

Sm
S11

S5

S1-U

V2X App
MB2-C

M1

SGmb

SGi-mb MB2-U

그림 11. 차량과 기지국 무선인터페이스(Uu)를 갖는 MBMS 시스템 구조 예

그림 12. V-Link 무선 전송 구조

그림 13. V-Link 와 LTE V2X 통신망 구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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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협력 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량 IVN, GPS 등

의 센서 뿐만 아니라 5.9GHz V-Link, LTE V2X, WLAN 통

신을 모두 지원하는 통신 플랫폼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

차량은 차량 안전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차량과 도로는 센서와 V2X 통신이 결

합되어 상황 인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안전을 위한 경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제어까지 범위가 확

장되고 있다. WAVE 통신 기술은 5.9GHz 주파수 대역으로 전

용망을 구축하는 개념으로 차량과 ITS 사업자에게 필수적이다. 

아울러 3GPP V2X 통신 기술은 차량의 항시 연결성을 통해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WAVE 

통신망과 3GPP V2X 통신망을 연동하여 단말과 서버에서의 정

보 전달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 단말에서 이러한 WAVE/LTE V2X 연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및 두 망간 정보 

공유를 위한 서버 연동 표준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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