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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ANET(Vehicular Ad hoc NETwork)에서 차량간(V2V) 무선 통신을 통해 긴급 메시지를 빠르고 정확하
게 전송하기 위하여 거리와 밀도를 기반으로 최적의 전송 대기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계노드
를 선정하여 전송지연을 줄이는 멀티홉 브로드캐스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을 통하여 밀도가 낮
은 환경에서도 전송 지연 없이 전체 네트워크에 전송할 수 있다.

1. 서  론

  VANET(Vehicular Ad hoc Networks)은 다수의 차량들

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차량과 차량(V2V) 는 차량과 

도로 상의 기지국간(V2I)의 네트워킹을 자율 으로 형성

하는 차세  네트워킹 기술이다 [1]. VANET은 차량을 통

한 무선 를 통해 차량  운 자의 안 과 교통 흐

름 개선을 한 정보를 송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핵심 기술  하나이

다. VANET의 차량간(V2V) 통신에서 험을 알리는 경고

를 발생한 차량으로부터 일정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차량

들에게 긴  경고 메시지를 송하기 한 가장 단순한 

무선 통신방법은 차량이 이동 노드 역할을 하게 되는 애

드혹(Ad Hoc) 멀티홉 로드캐스트이다. IEEE에서는 이

러한 차량 통신을 지원하기 하여 무선랜 표 을 기반

으로 한 IEEE802.11p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를 표 화하고 있다 [2]. 
멀티홉 로드캐스트를 해 긴  메시지를 수신한 모든 

노드들이 동시에 재 송을 시도할 경우 복 메시지 발

생  충돌로 인한 송 지연과 네트워크 과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계 노드를 

선정하여 재 송 노드의 수  송 지연을 이는 측면

에서 효과 인 멀티홉 로드캐스 이 필요하다.
  VANET의 로드캐스트 기법에는 러딩 기반, 테이블 

기반, 거리 기반 그리고 클러스터 기반들이 있다. 그 

에서 테이블 기반 로드캐스트 기법은 이웃 노드와 제

어메시지 교환이 필요 없고 모든 노드들이 동등한 권한

을 가지고 릴 이 노드 선출에 참여하여 메시지 달 

기시간이 가장 먼  만료된 노드가 릴 이 노드로 선정

되는 방식이다. 거리 기반 계노드 선정을 통한 로드 

캐스트 기법은 를 한 추가 인 오버헤드가 필요 

없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화에 크게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법에 비하여 낮은 네트워크 부하와 짧은 

메시지  지연시간을 갖는 장 이 있으며 표 인 

로토콜은 DDT(Distance Defer Transmission)가 [3]. 
DDT에서 각 노드는 메시지를 발생한 노드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하는 시간을 송 기시간으로 설정하고, 가장 

짧은 송 기시간을 갖는 노드가 계노드로 선택되게 

함으로써 송 노드의 수를 이고자 하 다. 송  

기 시간은 경쟁 방식을 통해 계노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드 간 송 시도 시 발생하는 충돌 회피  경

쟁을 이기 해서이다. 
그림 1과 같이 도로의 차량들은 다양한 도로 구성될 

수 있으며, VANET은 빈번한 도 변화가 일어나는 특성

을 지녔다. 

density    1≈density    0.7≈density    0.2≈ density    1≈density    1≈density    0.7≈density    0.7≈density    0.2≈density    0.2≈

그림 1 다양한 도의 도로

따라서, 네트워크 도에 따라 다양한 문제 이 존재한

다. DDT와 같이 거리 기반 VANET 로토콜은 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지연 시간 증가로 인한 성능 하 문제

가 발생한다. 메시지를 송하기 해서 소스로부터 거

리에 반비례하는 획일  기 시간을 가지므로 소스로부

터 가장 멀리 있는 노드가 가장 짧은 기 시간을 갖게 

된다. 거리에 반비례하는 획일 인 기 시간은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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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질수록 재 송하는 노드가 메시지 송 에 가지는 

송 지연 시간이 증가한다. 즉, 도가 낮기 때문에 송

신노드로부터 거리는 가깝지만 송 반경 내에서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노드는 주어진 기 시간 만큼 기다려

야 하므로 체 송시간의 낭비가 발생한다. 반 로 

도가 높을수록 경쟁이 높아져서 송률이 하되므로 재

송 기 시간을 길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즉, 도가 낮을 경우 기 시간을 짧게하여 송 지연

시간을 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토폴로지 양상을 보이는 VANET에서 

멀티홉 로드캐스 을 하기 해서는 반드시 거리와 

도를 동시에 고려한 동 인 계노드 선정 방법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복 메시지와 송지연 시간을 이기 

한 거리와 도 기반 멀티홉 로드캐스트 기법 제안

한다. 제안한 기법을 통하여 선정된 계 노드는 긴  

메시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단  없이 체 네트워크에 

송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  

거리기반 선택  로드캐스  기법의 문제 을 살펴보

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거리와 도기반 멀티홉 로드

캐스트 기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기법의 성능 분석을 한 모의 실험환경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VANET에서 계노드를 이용하여 로드캐스 하는 

기법  거리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받은 차량들  경쟁

에서 이긴 차량이 메시지 재 송을 한 계 차량으로 

선정되는 거리 기반 멀티홉 로드캐스트 방식이 있다. 
이러한 거리기반의 선택  재 송 방식에는 SNB(Stem 
aNd Branch) [4], DDT(Distance Defer Transmission)[5], 
LCN(Least Common Neighbor) [6]등의 표  로토콜

이 있다. 
DDT 로토콜은 표  거리 기반의 선택  재 송 방

식이다. 소스로부터 송된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들이 

각자 거리에 반비례하는 지연시간만큼 기다렸다가 경쟁

방식을 통해 메시지를 재 송 할 계노드가 선택되는  

거리기반 선택  재 송 기법이다. DDT 기법에 따르면 

무선 송 범 내의 노드  소스 노드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노드가 가장 짧은 기 시간을 가지게 되고, 반

로 소스 노드와 가장 가까운 노드가 가장 긴 기시간을 

가진다. 
DDT 로토콜의 장 은 부가 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노드가 스스로 기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트

워크 부하가 낮고, 소스 노드로부터 가장 먼 노드가 

계노드로 선정되므로 빠른 메시지 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DDT 로토콜은 차량의 도가 낮아질 때 기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즉, 그림 2과 같이 노드

의 도가 낮아지면 무선 송 범  내 노드 에서 가

장 가장자리에 있지만 거리가 가까울 경우 불필요한 

기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림 2 DDT의 기 시간

를 들면, 그림 2와 같이 도가 낮은 네트워크 환경에

서, 노드 N3는 소스 S의 반경(TR) 내에 있는 노드  가

장자리에 치한 노드이지만 소스노드로부터 거리가 가

장 멀지 않은 치에 있을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가장

자리 노드 N3는 송지연을 이기 해 수신된 긴 메

시지를 기 시간 없이 재 송 하여야 하지만 DDT에 따

르면 거리의 반비례 시간만큼 불필요하게 기하여야 한

다. 즉, 체 네트워크에서는 각 소스노드로 부터 반경내 

계노드와의 거리(DRS)에 반비례하는 값의 합계 시간, 


 



  만큼 송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가 낮아지더라도 반경 내 가장자리 노드가 

계노드가 되도록 기시간이 가장 짧도록 하여야 한

다.

3. 제안

선택  거리 기반 재 송 방식으로 멀티홉 로드캐스

하기 해서는 계노드 선정이 가장 요하다. 어떤 노

드가 메시지를 재 송 하게 되느냐에 따라 긴  메시지 

송 지연 시간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도와 거리를 기반으로 기 시간을 계

산하여, 소스 노드로부터 거리와 계없이 가장 자리노

드는 가장 짧은 기 시간 갖도록 하여 자동으로 계 

노드로 선정되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3.1 기시간 

WAVE에서 정의하고 있는 MAC 로토콜은 기존의 무선 

랜 표 인 CSMA기반의 MAC 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CSMA 무선 채  근 방법에서 패킷을 송하고자 하는 

각각의 노드들은 임의의 시간 동안 패킷 송을 지연 시

키기 해 랜덤 cw(contention window)

(∈ ∼)을 선택하여 랜덤 백오 (backoff)하
여 패킷 충돌을 회피한다. 각 노드들은 백오  과정이 

끝나면 패킷 송을 시도하고 최소의 cw를 선택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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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 을 유하여 패킷을 송하게 된다 [7].
본 논문에서는 도와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된 값을 cw
로 설정하고, 각 노드는 cw 만큼 기 한 후 송을 시

도하게 된다. 기 시간은 아래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tivityFullconnecDensity
CurrentDensityR

WT
D

R
WT

Density

SN

Density

_
_*

max

=

×=

(1)

식 1에서 DSN은 소스노드로부터 각 노드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기시간(WT)는 네트워크의 완 한 연결도를 

보장하는 도(Density_Fullconnectivity)에 한 재 

도(Density_current)에의 비로 계산된 값에 허용된 최  

기시간(WTmax)을 산정한 값으로 계산된다. 제안한 식

에 따르면, 도에 계없이 가장자리 노드의  기 시

간은 최소 기시간의 근사 값을 구할 수 있다. 각 노드

는 재 송 에 식으로부터 계산된 기 시간을 갖고 경

쟁하며 가장 짧은 기 시간을 갖는 노드가 자동으로 재

송의 책임이 있는 로드캐스  계노드로 선정 된

다. 재 도의 비를 구하기 하여 식에서 사용된 

Density_Fullconnectivity는 체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로 

데이터 패킷 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도이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분포된 노드의 치에 계없이 신뢰

성 있는 데이터를 송하기 해서는 필요한 도를 연

구한 많은 문헌들이 있다. Kleinrock and Silvester [8]의 

연구에 의하면 무선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실제 치와 

계없이 이웃노드가 6일 때 연결확률이 1이 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의 치와 계없이 모든 노드들 

간의 연결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 

보장 도를 10으로 가정하 다. 

3.2. 계노드 선정 

본 실험에서는 모든 노드들은 GPS를 통해 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고 지역에 가장 인 한 차량 

노드는 자신의 치를 비롯하여 긴  데이터 패킷을 반

경내 노드로 송하게 된다. 소스 노드로부터 긴  메시

지를 수신한 각 노드는 의 식1을 이용하여 계산된 

기시간을 cw로 설정하여 백오  한다. 가장 짧은 기 

시간을 가진 노드가 자동으로 계노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 노드 선정기법

에 한 상세한 차를 설명한다.

(a) 소스 노드에서의 동작

(b) Operation at each node
그림 3 각 노드에서의 동작 과정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계노드 선정 기법의 성능을 평

가하기 해 도에 따른 기 시간에 한 항목을 DDT
와 비교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을 한 시뮬 이터

는 C++언어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Parameter Value

도로 환경 10,000*200(m)

차량 도(Density_Current) 3, 5, 7, …. 16 

송 반경(TR) 100m (Default)

최  기 시간(WTmax) 100

표 1. 실험환경

그림 4 계노드의 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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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수신된 긴  메시지의 재 송 역할을 하는 

계노드의 기 시간에 해 기존의 DDT와 비교한 결과

이다.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가 낮은 경우에서 제

안한 방법은 불필요한 기시간이 낮음을 볼 수 있다. 
도가 낮을 경우에 DDT에서는 소스 노드로부터 가장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노드가 기하는 시간은 길

다. 따라서 제안한 기법은 도가 낮은 경우에 불필요한 

기 시간을 일 수 있으며, 체 으로 네트워크의 

송 지연을 일 수 있다. 

그림 5 소스노드로부터 거리에 따른 기시간

그림 5는 소스노드에서 반경 내 노드까지 거리에 따른 

기 시간의 결과이다. 낮은 도에서는 소스의 반경에

서 가장자리보다 소스 쪽으로 가까운 노드가 계노드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상 으로 낮은 도에

서는 반경 내 가장자리 보다 다소 소스쪽에 가까운 노드

의 기시간이 가장 짧아야 한다. 그림 5의 결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도가 낮은(0.38) 경우에 제안한 기법을 

통한 계노드의 기시간이 DDT보다 짧음을 알 수 있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VANET의 차량간 긴  메시지를 송할 

책임이 있는 계노드 선정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기존의 거리 기반 연구에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거리와 도를 동시에 고려한 기 시간을 결정하고, 가

장 짧은 기 시간을 갖는 노드가 자동으로 계노드가 

되도록 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이 도가 낮은 

경우에서도 불필요한 기 시간을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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