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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도시 기반의 VANET 환경에서 차량간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 차량 밀도를 이용한 라우

팅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라우팅 기법에서 차량들은 비콘 메시지와 도로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신이 속해있는 도로의 차량 밀도를 계산하고 있다. 소스 차량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설정된 경로를 통해 패킷을 보낸다. 제안하는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 NS-2를 이용하여 GPSR과 

비교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GPSR보다 우수한 성능 결과를 보였다. 

1. 서  론 

 

 VANET(Vehicular Ad Hoc Network)은 여러 종류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합하여 차량 간 무선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로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이다[1]. VANET은 차량 운전자에게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이나 사고 등의 차량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VANET에서의 통신 방식은 차량 간의 통신인 

V2V(Vehicle-to-Vehicle)와 차량과 외부 인터넷 간의 

통신인 V2R(Vehicle-to-Roadside)로 나눌 수 있다. 

V2R은 기반망과의 통신을 통해 도로의 교통 상황이나 

날씨,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V2V는 차량 간의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교통 상황이나 사고 등의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높이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간의 

통신인 V2V 통신 방식에 초점을 맞춰 라우팅 

프로토콜을 연구하였다.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하고 신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VANET은 MANET(Mobile Ad Hoc 

Networks)과의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본에 

제안되었던 라우팅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MANET과는 달리 전력과 단말의 크기에 대한 제약이 

없는 VANET은 쉽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치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geographical routing protocol)을 사용하기 용이하다.  

대표적인 위치 정보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GPSR(Greedy Perimeter Stateless Routing)[4]이 있다. 

이 기법은 그리디 기법을 이용하여 이웃 노드들 중에 

목적지 노드에 가장 근접한 노드로 패킷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소스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까지의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목적지 

노드의 위치와 이웃 노드의 위치만을 이용하여 데이터 

패킷을 다음-홉(next-hop) 노드로 전달한다.  

도시 기반의 VANET 환경에서는 차량들이 도로의 

배치를 기반으로 토폴로지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소스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로 패킷을 전달하는 것은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즉, 하나의 도로는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그리디 포워딩을 

사용하는 GPSR은 잘못된 경로로 패킷을 전달한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경로이지만 

패킷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인 차량의 밀도가 낮은 경로로 

패킷을 전달시키면, 중간에 경로 손실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목적지 노드까지 패킷을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기반의 VANET 환경에서 차량간에 보다 안정적인 

통신을 할 수 있는 도로의 차량 밀도를 이용한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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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도로의 차량 밀도를 

측정하여 보다 높은 차량 밀도를 갖는 도로로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많은 VANET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위치 

정보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GPSR 은 대표적인 위치 정보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그리디 포워딩을 사용한다. 그리디 

포워딩은 소스 노드의 이웃 노드들 중에서 목적지 

노드에 가장 가까운 노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사이에 충분한 중간 

노드들과 이동성이 적은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도시 기반의 VANET 환경과 같이 

도로의 배치와 차량 밀도에 따라 토폴로지의 변화가 

급격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경로이지만 패킷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인 

차량의 밀도가 낮아 쉽게 dead-end 문제[6]가 발생하고 

패킷을 드랍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은 도시 기반의 

VANET 환경에서 그리디 포워딩을 사용하면 패킷을 

보내기 위해 빨간색 선과 같은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차량 밀도를 

이용한 라우팅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라우팅 기법은 그림 1에서 파란색 선과 같이 차량의 

밀도가 충분한 경로를 설정한다.  

 

3. 차량 밀도를 이용한 라우팅 기법 

도로의 배치에 의해 불규칙한 토폴로지를 갖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도로마다 차량 밀도의 변화가 

심한 도시 기반의 VANET 환경에서는 경로를 

효율적으로 설정하여 차량간에 안정적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의 차량 밀도를 

측정하여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팅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소스 노드가 높은 차량 밀도를 갖고 있는 

도로들을 선택하여 목적지 노드까지의 경로를 설정하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는 

안정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모든 노드는 GPS를 내장하고 있고 맵 

정보를 알고 있어서 도로들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지만 

교통정보는 수신할 수 없는 환경을 가정한다.  

 

그림 1. 제안하는 라우팅 기법의 기본 개념 

 

2.1 도로의 차량 밀도 측정 방법 

제안하는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모든 노드는 이웃 

노드들에게 주기적으로 비콘(beacon) 메시지를 1-홉 

브로드캐스팅한다. 이것은 GPSR의 비콘 메시지와 

비슷하지만 GPSR과는 달리 위치 정보 외에 이동 방향, 

도로의 차량 밀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제안하는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각 노드는 자신이 

속해있는 도로의 차량 밀도를 측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도로 정보 테이블(Road Information Table; RIT)을 갖고 

있다. 표 1은 RIT의 엔트리의 각 필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RIT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했을 때 갱신되고 

역방향 차량들의 비콘 메시지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표 1. 도로 정보 테이블 엔트리의 필드들 

 

필드 명 설명 

Road 도로의 이름 

Entrance Time 도로 진입 시각 

The Density of Cars 도로의 차량 밀도 

Reverse Cars 마주친 역방향 차량의 수 

 

각 노드는 도로의 차량 밀도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 모든 노드는 다음과 같이 TRC를 계산하고 이 값을 

비콘 메시지에 포함시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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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d

c

C

R
MTRC ×=  

 

수식 (1)에서 Mc는 마주친 역방향의 차량 수, 즉 

RIT의 Reverse Cars 필드의 값을 의미하고 Rd는 도로의 

전체길이이고 Cd는 도로에 진입해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 비콘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비콘 메시지를 보낸 

노드의 이동 방향이 자신과 역방향이면 RIT의 Reverse 

Cars 필드 값을 1증가 시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도로의 차량 밀도 계산하여 RIT의 The Density of 

Cars(DC) 필드 값(
n

C )을 수정한다.  

 

(2)                                                
TRCTRCn
SRC +=  

 

 수식 (2)에서 RTRC는 비콘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의 

TRC 값을 의미하고 STRC는 비콘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TRC 값을 의미한다.  

 

2.2 차량 밀도를 이용한 경로 설정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각 노드는 자신이 속해있는 

도로의 차량 밀도 정보를 RIT에 유지하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안정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팅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경로 요청 메시지(RREQ)와 경로 

응답 메시지(RREP)를 생성하는 동작은 MANET을 위해 

제안되었던 토폴로지 기반의 라우팅 방식인 DSR[7]와 

유사하다. 그러나 차량 밀도를 이용하여 RREQ를 

포워딩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 제안하는 

기법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RREQ 메시지에 차량 밀도를 고려한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몇 개의 필드를 정의한다. RoadList 

필드는 RREQ가 거쳐가는 도로 정보를 넣기 위한 

필드이고 거쳐온 도로의 수를 나타내는 RoadHop 

필드와 가장 적은 도로의 차량 밀도를 저장하는 

MinDensity 필드를 정의한다. 또한, 이와 같은 필드는 

라우팅 테이블에도 존재한다. 

제안하는 라우팅 기법에서 소스 노드가 데이터 패킷을 

보낼 때 목적지 노드까지의 안정적인 경로 설정을 위해 

경로 요청 메시지(RREQ)를 생성한 후에 자신이 

속해있는 도로 정보를 RoadList 필드에 포함시키고 

브로드캐스팅한다. RREQ 메시지는 목적지 노드까지 

브로드캐스팅되면서 거쳐온 도로 정보들을 RoadList  

필드에 저장한다. 중간 노드가 RREQ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 RREQ의 소스 노드 주소가 라우팅 테이블에 없고 

자신이 속해 있는 도로 정보가 RoadList 필드에 없으면 

라우팅 테이블을 소스 노드 주소, RoadList 필드에 있는 

도로 정보들, RoadHop 필드 값과 MinDensity 필드 

값을 이용하여 추가한다. 그리고 RoadList 필드에 

자신의 도로 정보를 추가하고 한 후 RIT의 DC필드 

값이 MinDensity필드 값보다 적으면 MinDensity필드 

값을 DC필드 값으로 교체하고 RREQ를 포워딩한다.  

- RREQ의 소스 노드 주소가 라우팅 테이블에 있고 

RoadList 필드 값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쳐온 도로의 수를 비교한다. RoadHop 

필드의 값이 기존 라우팅 테이블의 것보다 3개 

이상이면 RREQ를 드랍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 밀도를 

비교한다. 기존 라우팅 테이블의 MinDensity 필드 값이 

RREQ의 MinDensity 필드 값보다 크면, RREQ를 

드랍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워딩 한다.  

 - 목적지 노드는 처음 RREQ를 수신하면 바로 

RREP를 보내지 않고 일정시간 동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는 RREQ를 기다린 후에 MinDensity 필드 값이 가장 

큰 경로를 선택하여 RREP를 소스 노드에게 보낸다.  

 - 소스 노드가 RREP를 수신하면 RREP안에 들어 

있는 도로 정보들을 이용하여 source routing을 통해 

데이터 패킷을 목적지 노드에게 보낸다.  

위와 같은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차량의 밀도가 높은 

경로를 설정하여 차량간의 안정적인 통신을 할 수 있게 

한다.  

 

4. 실험 및 분석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NS-2[9]를 이용하여 기존 GPSR과 

제안한 라우팅 기법의 성능을 비교했다. 모든 실험에서 

이동 노드의 전송 범위는 250m로 하였고 간섭 범위는 

500m로 설정했다. MAC 계층의 인터페이스는 IEEE에서 

규정한 802.11을 사용하였고 2Mbps의 데이터 전송 

대역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망으로 3000m x 3000m안에 도로들을 배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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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차량의 수를 150대에서 300대까지 

배치를 시켰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는 5m/s에서 

15m/s까지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하였다.  

 

4.2 측정 및 분석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라우팅 기법이 GPSR 기법에 비해 안정적인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에 패킷 전송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는 전체 노드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노드당 라우팅 메시지의 수를 측정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한 

라우팅 기법의 RREQ와 RREP에 대한 동작은 매우 적은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그림 2. 패킷 전송률 비교 

 

그림 3. 라우팅 오버헤드 비교 

5. 결  론 

 도시 기반의 VANET 환경은 차량의 이동성, 교통의 

흐름에 따른 차량 밀도의 변화, 도로의 배치에 의한 

불규칙하게 토폴로지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라우팅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의 차량 밀도를 측정하고 보다 높은 

차량 밀도를 갖는 도로로 경로를 설정하여 차량간에 

안정적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라우팅 기법을 

제안했다. 또한, 실험을 통해 기존의 그리디 포워딩을 

사용하는 GPSR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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