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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네트워크를 위한 긴급메시지 브로드캐스트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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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 네트워크를 위한 긴급메시지 브로드캐스트 방안으로 긴급이벤트가 발생되는 즉시

긴급메시지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한 브로드캐스트 기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차량간 그룹을 형성하여 일정거리에 위치한 모든 차량들에게 긴급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로드캐스트 형태의 프로토콜로써 차량 안전관련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실을 일정거리 안에 있는

후위 차량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긴급메시지 전달 방법이다. 이는 차량간 그룹을 이용하여 긴급메

시지를 후위로 전파하는 방식으로써 형성된 그룹 안에서 선정된 대표차량에 의해서만 재전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긴급메시지의 충돌 가능성 또한 낮출 수 있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여 긴급메시지를 전파했을 경우 기존의 차량간 프로토콜에 비해 비교적 훨씬

적은 양의 패킷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긴급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었다.

An Emergency Message Broadcast Scheme for Vehicular Networks

Jeong Hwa Park†, Moonsoo Kang††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group based propagation method for multi-hop transmission, in order to deliver

an emergency message to the reasonable size of vehicle troop. A group head is selected in considering

of the position information of vehicles and radio transmission range. With benefits of the group based

transmission,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unnecessary transmissions and the possibility of message

collisions.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compared with conventional scheme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essage propagation performance is so stable regardless of vehicle's

congestion degree.

Key words: Broadcast(브로드캐스트), Emergency Message(긴급메시지), Vehicular Network(차량 네트

워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강문수, 주소 :광주

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10112호

(501-759), 전화 : 062)230-7475, E-mail : mskang@chosun.

ac.kr

접수일：2012년 1월 18일, 수정일 : 2012년 2월 22일

완료일：2012년 3월 12일

†
준회원,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E-mail : believeit18@naver.com)
††

정회원,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1-0002405)

1. 서 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사고, 긴급 정

지, 장애물 출현 등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정보를 전

송하는 차량 간 통신기술은 차량안전통신(VSC) 서

비스의 기반이 된다[1]. 차량안전통신(VSC)은 상호

연계성이 없는 차량들 사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브

로드캐스트 형태의 전파방법을 사용한다. 순수 브로

드캐스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메시지의 잦은 충

돌과 그에 따른 전송 지연으로 인해 차량안전통신

(VSC)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룹 개념을 이용하는 브로드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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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룹 형성을 위해서 모든

차량들은 자신의 위치 정보만을 활용하며, 발생한 긴

급메시지를 송신하는 차량은 자신의 이동벡터 값과

Point의 위치 값을 긴급메시지에 포함시켜 전송함으

로써 각 차량들은 자신의 이동벡터 값과 그 Point를

이용하여 그룹을 형성해 나간다. 형성된 그룹 안에서

헤드에 의해서만 긴급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불필

요한 전송을 최소화하고 긴급메시지의 충돌 가능성

을 낮추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 관련 연구

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차량간 메시지 전달 프로

토콜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차량 네트워크를 위한 긴

급메시지 브로드캐스트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며, 제

4장에서는 제안된 프로토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NS-2에서 구현 및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기술한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2. 차량간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 관련연구

차량들은 도로를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면서 이동

을 하며 안전관련 정보는 긴급이벤트가 발생한 차량

이후의 일정거리 이내의 차량들에게만 필요한 정보

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존의 차량안전통

신(VSC)를 위한 브로드캐스트 방법으로 지향성 브

로드캐스트 방법이나 선택적 재전송 방법들을 사용

한다[2,3,4,5].

전형적인 지향성 브로드캐스트 프로토콜인 NB

(Naive Broadcasting)에서는 전방으로부터 받은 모

든 메시지를 무조건 후방으로 재전송하는 지향성 브

로드캐스팅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수가 증

가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폭풍 현상이 발생하게 된

다[5,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프로토콜

이 IB(Intelligent Broadcasting) 프로토콜이다[4,6].

이는 브로드캐스트 폭풍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랜

덤 기반의 선택적 재전송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중 홉 전송이 필요한 메시지를 받으면 각 노드들은

랜덤 시간 동안 대기한다. 대기시간이 가장 짧은 노

드가 재전송을 수행하게 된다. 나머지 노드들은 재전

송 대기시간에 다른 노드로부터 재전송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재전송을 포기한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브로드캐스트 방법에는 차

량들 사이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TRADE(TRAck DEtection)

프로토콜과 DDT(Distance Defer Transmission) 프

로토콜이 있다[8]. 먼저 TRADE(TRAck DEtection)

프로토콜에서는 각 노드가 이웃 노드들의 위치에 따

라 미리 전방그룹, 후방그룹 그리고 나머지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의 노드들 중 가장 멀리 있는 차량에

게 재전송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9]. 하지만 이는 이웃 노드들과의 주기적인 위치교

환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

선하고자 메시지가 전송되는 순간의 전송자의 위치

를 고려하면서 각자가 재전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DDT(Distance Defer Transmission) 프로토콜이 제

안되었으나, 이는 각 노드가 재전송 결정을 내리는

데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 전송의 여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전

히 문제점이 발생한다[10].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GPS

가 수신되지 않는 지역이나 터널 안에서는 정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위치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LCN(Least

Common Neighbor)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11]. 이

프로토콜은 차량마다 이웃 차량에 대한 리스트를 가

지고 있으며 다음 홉을 결정할 때 최소의 공유 이웃

리스트를 가진 차량이 재전송 노드로 선택된다. 즉,

모든 노드들이 자신의 전파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를 데이터

전송시에 함께 보내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두 노드 사이에 공통된 리스트를 가장 적게 가지는

노드를 재전송 노드로 선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장 멀리 있는 이웃노드를 다음 전송노드로 선택함

으로써 네트워크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차량

간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인 LPG(Local Peer Group)

프로토콜에서는 이웃하는 다수의 차량을 하나의 그

룹으로 묶어 그룹 내와 그룹 외를 구분하는 통신 방

법을 사용한다[1]. 또한 이는 차량의 전후 관계를 나

타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웃노드 사이에서 위치

정보를 교환하며, 그룹 내의 차량간에 상대적인 순서

를 부여하고, 별도의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헤드노드

의 무선 반경에 근거하여 동위 셀을 형성하여 각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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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oint의 위치와 주변 차량들의 상대적인 위치

에서 헤드만이 메시지 재전송에 참여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프로토콜에서는 헤드를 선

출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았으며,

위상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위치교환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기존의 차량간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들은

순수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긴급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의 단점이 그대로 반

영되어 잦은 충돌 현상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차량간 그룹

을 형성하는 그룹 개념을 이용하여 발생된 긴급메

시지를 후위로 전파하는 브로드캐스트 방법을 제안

한다.

3. 차량 네트워크를 위한 긴급 메시지 브로드

캐스트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차량간 그룹이란 같은 방향

으로 주행 중인 비슷한 위치에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임시 그룹을 뜻한다. 차량간 그

룹은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에 따라 무선 전송 범위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형성되는 그룹으로써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특성상 그룹에 포함된 차량 멤버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매우 비

효율적이게 된다. 따라서 이웃 차량과의 추가적인 정보

교환 없이 본 논문에서는 각 차량이 자신의 위치정보

만을 이용하여 차량간 그룹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각 차량간 그룹은 그룹마다 하나의 대표차량을 선

택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대표차량을 차량간

그룹 헤드라고 부른다. 차량간 그룹 헤드는 그룹 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만약 수신한 긴급메시지가 유효하다면,

각 차량들은 Point로부터 자신의 현재 위치의 직선거

리를 계산하여 자신의 재전송 타이머를 거리에 비례

하게 설정하여 가장 짧은 지연시간을 갖게 되는 차량

이 차량간 그룹 헤드로 선정된다.

다음 그림 1은 긴급메시지를 발생한 소스차량 A

가 선정한 Point의 위치와 주변 차량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무선 신호가 최대 250m까지

도달 된다고 가정할 때 차량간 그룹 헤드 선정 방법

은 다음과 같다. 긴급이벤트가 발생하여 생성된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소스차량은 자신의 차량

의 이동속도, 이동방향, 현재 자신의 위치 값을 근거

로 무선도달 거리 이내에 Point를 설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Point의 위치를 소스차량 후면의 150m

부근에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임의로 지정한

Point의 위치인 150m는 GPS를 기반으로 설정된 값

이다. 그림 1에서 긴급이벤트가 발생한 소스차량인

차량 S가 보낸 긴급메시지는 무선 전송거리 안에 포

함된 차량 A, B, C, D, E, F가 수신하게 된다. 각 차량

은 긴급메시지에 포함된 차량 S의 이동벡터와 자신

의 이동벡터를 비교하여 메시지의 유효성을 구분하

여 만약 수신한 메시지가 유효하다면, 각 차량들은

Point로부터 자신의 현재 위치의 직선거리를 계산하

여 거리에 비례하게 재전송 타이머를 설정하게 된다.

그림 1에서 보면 차량 F가 Point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지연시간을 갖게 된

다. 차량 F의 타이머가 종료되면, 차량 F는 긴급메시

지를 재전송하여 이웃하는 다른 차량들에게 자신이

차량간 그룹 헤드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게 된다. 이웃

하던 차량들은 해당 차량간 그룹 헤드가 이미 선정되

었기 때문에 모든 재전송 과정을 중지시키게 된다.

차량의 위치에 근거한 차량간 그룹 헤드 선정 방

법은 기존의 랜덤 재전송 방법보다 비교적 안정적이

며 또한 효과적으로 차량간 그룹을 형성하는데 이점

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간 그룹 헤드를 선정

하는데 있어서 이웃 차량들과 정보 교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차량간 그룹을 형성하여 일

정거리에 위치한 모든 차량들에게 긴급메시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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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동 작

1
긴급메시지가 발생한 소스차량은 자신의 이동벡터와 다음 차량간 그룹 헤드 선정을 위한 Point 값을 긴급메

시지에 포함하여 전송한다.

2

각 차량들은 수신한 긴급메시지에 포함된 송신자의 이동벡터와 자신의 이동벡터를 비교하여 메시지의 유효

성을 체크한다. (즉, 이동벡터를 비교하여 만약 반대방향의 차량이라면 긴급메시지를 폐기하고, 또한 중복

수신의 여부를 검사하여 중복 수신한 메시지라면 이를 폐기한다.)

3
유효한 긴급메시지가 수신되었을 경우, Point와 자신의 현재 위치의 직선거리를 비교하여 그 거리에 비례하

게 재전송 타이머를 설정한다.

4

차량간 그룹 헤드 선정 방법에 의해서 Point와 가장 가까운 차량이 긴급메시지를 재전송하게 된다. 해당

차량간 그룹 헤드가 이미 선정되었으므로, 나머지 차량들은 모든 과정을 중지시키고 수신모드로 대기한다.

(긴급 상황이 해제되기 전까지 긴급메시지를 발생한 소스차량은 주기적으로 긴급메시지를 발생시키고,

일련의 메시지에 대하여 선정된 차량간 그룹 헤드는 후위로 그 메시지들을 재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긴급메시지가 후방으로 재전송되는 제한된 홉 수1)까지 반복적으로 차량간 그룹 헤드가 선정되며, 연속된

차량간 그룹들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차량간 그룹들은 긴급이벤트가 발생한 소스차량이

긴급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킬 동안 유지된다.

표 1.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단계별 구성

달하는 브로드캐스트 형태의 프로토콜로써 차량 안

전관련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실을 일정거리

안에 있는 후위 차량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한 긴급메시지 전달 방법이다. 이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신한 긴급메시지를 어떤 기준에 의

해서 어느 차량이 재전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 이는 어떤 후위 차량을 차량간 그룹 헤드로 선정

하느냐에 따라서 긴급메시지의 전송 지연시간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긴급

메시지가 발생한 소스차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Point

와 자신의 현재 위치의 직선거리에 비례하게 재전송

타이머를 설정하여, Point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차량을 차량간 그룹 헤드로 선정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동작한다.

4. 성능평가

4.1 시뮬레이션 환경

제안된 프로토콜은 이동 중인 차량간의 무선 통신

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들의 이동 패턴이

MANET(Mobile Ad hoc Network)에서의 노드의

이동 패턴과는 다르게 설정한다[7]. 즉, 고속도로 이

동 패턴으로 가정하였다. 고속도로 이동성 모델은 차

1) 홉 수: TTL(Time To Live). 즉, 5.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홉 수를 “5”로 제한하였다.

량의 고속도로 위에서의 움직임을 모델링한 것으로

써 본 논문에서는 도로 위의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단방향인

편도 4차선 도로로 모델링하였다.

시뮬레이션이 시작하면 차량들은 같은 길이의 도

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차량

의 수가 증가할수록 차량의 밀집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움

직이는 차량들은 고속도로에서 이동하도록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이며, 모든 차량들은 같은 방향으로 이

동하지만 각각 다른 속도로 이동하며 주기적인 변속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긴급메시지는 전달 홉 수를

"5"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제안하는 방식의 프로토콜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긴급메시지는 긴급이벤

트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동일 차량에서 임의의 시간 간격으로 총 10회

발생시켜 시뮬레이션 하였다. 표 2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는 시나

리오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시뮬레이션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30번을 각각 수행하여 평균을 시뮬레이

션 결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는 제안된 프로토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방

으로부터 받은 모든 메시지를 무조건 후방으로 재전

송하는 지향성 브로드캐스트 프로토콜인 NB(Naive

Broadcasting) 프로토콜과 랜덤 기반 선택적 재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IB(Intelligent Broadcasting)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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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긴급메시지의 발생 수

파라메터 값

차량의 수 30～130대

차량의 속도 80～120km/h

긴급메시지 발생 수 10회

MAC 프로토콜 802.11a

긴급메시지 크기 200 bytes

응급메시지의 TTL 5

전송반경 250m

시뮬레이션 영역의 크기 2500m×14m

시뮬레이션 시간 60초

그림 2.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표 2.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토콜과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DDT(Distance Defer

Transmission) 프로토콜을 각각 비교하여 성능을 비

교/평가한다[5,7,8,10,12].

4.2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그림 3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네트워크

전체에서 발생한 긴급메시지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NB(Naive Broadcasting) 프로토콜에서는 모든 차량

들이 최소 1회의 재전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차량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메시

지의 발생 수 또한 비례하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IB(Intelligent Broadcasting)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짧은 지연시간을 갖는 차량이 재전송을 수행하는 랜

덤 기반 선택적 재전송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

요한 전송이 줄어들어 차량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매우 둔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보인다. NB(Naive

Broadcasting)와 IB(Intelligent Broadcasting) 프로

토콜과는 달리 차량들 사이에서 긴급메시지를 주변

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위치정보를 활용하

는 브로드캐스트 방법으로써 소개된 DDT(Distance

Defer Transmission)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위치정

보를 교환하지 않고 이를 긴급메시지에 전송 노드의

위치를 포함하여 전송함으로써, 수신한 차량들은 자

신의 위치와 송신 차량의 위치를 비교하여 거리에

반비례하는 대기시간 후 긴급메시지를 후위로 재전

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위치정보를 이용

하여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차량을 재전송 차량으로

선정함으로써 긴급메시지의 전송을 담당하는 한 개

의 차량만이 메시지를 재전송하게 되므로 NB(Naive

Broadcasting)와 IB(Intelligent Broadcasting) 프로

토콜에 비해 긴급메시지의 중복 수신이나 불필요하

게 발생하는 메시지의 수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IB(Intelligent Broadcasting) 프로토콜의 약 40%수

준의 패킷만을 사용하여 긴급메시지를 후위로 전파

하게 된다. 또한 DDT(Distance Defer Transmis-

sion) 프로토콜과 비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더 적

은 패킷만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후위로 전파한다는

것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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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효메시지의 비율(%)

그림 5. 전송 소요시간

무선 네트워크에서 패킷의 수가 적어지게 되면 무선

자원의 가용성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긴급메시지 전

송에 있어 잠재적인 패킷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

어 전송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수신한 긴급메시지 중에서 유효메시지

의 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유효메시지의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비율이지만 최소 1번

의 긴급메시지의 중복 수신으로 인해 이는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NB(Naive Broadcasting) 프로토콜

의 경우 차량의 수가 많아질수록 즉, 차량의 분포가

밀집될수록 유효메시지의 비율이 거의 5%에 가깝게

떨어져 효율이 매우 낮아 보인다. 이는 NB(Naive

Broadcasting) 프로토콜이 모든 차량들이 최소 1회

의 재전송을 수행함으로써 중복된 긴급메시지의 수

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메시지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IB(Intelligent Broadcasting) 프로토

콜의 경우에는 NB(Naive Broadcasting) 프로토콜보

다는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제안하는 방식보

다는 낮은 효율을 보인다. 또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DDT(Distance Defer Transmission) 프로토콜의 경

우에는 긴급메시지의 재전송을 담당하는 한 개의 차

량만이 재전송을 수행함으로써 긴급메시지의 중복

수신이나 불필요한 메시지의 수를 줄일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차량의 수가 많아질수록 유효메시지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효율이 낮아 보인다.

이와 같이 4개의 프로토콜 모두 차량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유효메시지의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은 긴급메시지가 발생한 소스차량에서 처

음 브로드캐스트된 이후 그 긴급메시지가 마지막 홉

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소요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홉 수를 “5”로 제한하여 시뮬레이션 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NB(Naive Broadcasting) 프

로토콜의 경우에는 전방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무

조건 후방으로 재전송하는 지향성 브로드캐스팅 방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빈번한 메시지의 충돌에 따른

재전송으로 인하여 최종 홉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IB (Intelligent Broadcasting) 프로토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다중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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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상황에서 차량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브로드캐

스트 폭풍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알고리즘이 IB(Intelligent Broadcasting) 프

로토콜이다. 따라서 IB(Intelligent Broadcasting) 프

로토콜의 전송 소요시간이 NB(Naive Broadcasting)

프로토콜보다 더 낮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DDT

(Distance Defer Transmission)프로토콜의 경우에

는 NB(Naive Broadcasting)와 IB(Intelligent Bro-

adcasting) 프로토콜에 비해 최종 홉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전송 소요시간이 비교적 더 낮게 나타난

다. 하지만 기존의 세 프로토콜 모두 차량의 수가 80

대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부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제안하는 방식의 경우에

는 차량의 수가 비교적 적어 차량의 밀집도가 낮을

때에는 약간 높은 지연시간을 보이다가 차량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지연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차량의 수가 적어 차량들의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Point와 차량들의 위치 차

이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지연시간이 길어지

는 것이며, 반면에 차량의 수가 증가하여 차량의 밀

집도가 높아지게 되면 Point와 차량간 그룹 헤드 사

이의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네트워크를 위한 긴급메시지

브로드캐스트 방안으로 긴급이벤트가 발생되는 즉

시 긴급메시지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

기 위하여 필요한 브로드캐스트 기법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차량간 그룹을 이용하여 긴급메시지를 전파

하는 방식인 제안한 방식에서는 긴급메시지에 전송

노드의 이동벡터와 Point의 위치 값을 포함하여 전송

하게 되면 수신한 노드들은 자신의 이동벡터와 그

위치 값을 비교하여 그룹을 형성해 나간다. 이처럼

형성된 그룹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무선

대역폭의 낭비를 줄여 패킷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

며 패킷의 충돌 가능성 또한 낮출 수 있게 된다. 시뮬

레이션 결과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여 긴급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면 비교적 훨씬 적은 양의 패킷으로 기존

의 차량간 프로토콜에 비해 효과적으로 긴급메시지

를 전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송할 수 있는 패킷의

수를 줄임으로써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

며, 차량의 수의 증가에도 변함없이 거의 일정한 성

능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비교 대상의 프로토콜들

보다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인다.

고속도로의 경우 대부분 양방향 도로이지만, 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고속도로 이동성 모델은 도

로 위의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델

링한 것이 아니라 단방향인 편도 4차선 도로로 모델

링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향후 연구로서 추가적

으로 실제 고속도로 모델인 양방향 도로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본 프로토콜의 효

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시뮬

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비교가 조금 더 필요하며, 실

제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로 상황을 고려

하여 범용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는 프로토콜로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mobility

model 환경을 고려한 성능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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