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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무선을 이용한 차간 통신 이슈 및 연구동향
허 성 만․유 상 조

인하대학교

요  약

최근 차량 네트워크(VANET)는 차량 및 도로 안
전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증가

로, 기존 차량 통신에 고정적으로 할당된 주파수로
는 요구되어지는 주파수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인지 무선(CR) 기술을
VANET 환경의 특징에 적합하게 적용함으로써, 동
적인 주파수 사용으로 주파수의 활용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연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지 무선을 이용한 차간 통신 이슈 및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Ⅰ. 서  론

최근 자동차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과거의 단순
한 기계 분야를 벗어나 전자ㆍ통신 기술 분야의 융

합으로 차량은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적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초창기 GPS
를 이용한 위치 및 경로 탐색 등의 기능을 시작으로

차량 네트워크(VANET: Vehicular Ad-hoc Network)는 
텔레매틱스/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 
port System)을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 도로 상
황의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함으로써 교통 체증 완화,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수와
차량 통신의 기능이 많아지면서 현재 할당된 주파수

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인지 무선(CR: Cognitive Radio)을 이용

한 차량 통신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
무선기술을적용한차량은기존차량통신에할당된 
주파수뿐만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주파수 대역의 
유휴 대역(spectrum hole) 까지 감지하여 정책적 권한
이없는 부사용자(SU: Secondary User) 입장에서주사
용자(PU: Primary User)가 사용하지 않는 특정 주파
수의 유휴 대역을 사용한다. 주사용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주파수를 PU에게 양도하고, 
다른 유휴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PU에간섭을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차량의 특성에 적합한
스펙트럼 센싱, 간섭 회피 및 공존 기술, 인지/정책
엔진기술, 동적매체접근기술, 인지라우팅기술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
으로 예상된다[1].
본 고에서는 현재 차량 통신의 표준 동향, 인지

무선 기술을 적용한 차량 네트워크의 구조 및 특징

과 인지 무선을 이용한 최신 차간 통신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Ⅱ. 차량 통신 표준

2-1 멀티 채널 차량 네트워크 구조

차량 IT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5.9 GHz 전용주파수대역에 75 MHz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대역폭을할당하며, VANET 
관련연구가활성화되었으며, 동시에여러단체가 표
준화연구를진행하고있다. 대표적으로 IEEE 802.11 p
와 IEEE 1609 표준을기반으로발전된웨이브(WAVE: 



특집…인지 무선을 이용한 차간 통신 이슈 및 연구동향

74

[그림 1] VANET 예시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가 있으며,  
차량의 빠른 이동성과 짧은 연결 시간의 특성에 적
합하게설계되었다. VANET의각차량은탑재된 OBUs 
(On Board Units)를 통해 다른 차량과 직접 통신하는
V2V(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 구조와 도로
에 배치된 RSU(Road Side Units)와통신하는 V2I(Vehi- 
cle to Infrastructure communication) 구조로 [그림 1]

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미래의 차량 통신은 인포테
인먼트 서비스를 통해 차 안에서 화상 회의, 주변 시
설 정보 안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전달 등을 통한
편의성 제공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를 인지 또는 예
측하여 해당 도로의 차량들에 상황을 전달하고, 사
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 교통 상황
을 모니터링을 하여 공유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해결

하고, 에너지자원을절약하는역할을한다. WAVE의
주요 규격은 <표 1>과 같다.

2-2 WAVE 멀티 채널 통신 표준

WAVE 참조모델은 [그림 2]와같다. IEEE 802.11p
는 OFDM 기반으로 PHY와 MAC 계층을 규정하고,

<표 1> WAVE 규격

항목 내용

주파수 5.850~5.925 GHz
대역폭 75 MHz
채널 수 7 (CCH:1, SCH:6)
채널대역폭 10 MHz
변조 방식 OFDM
전송 속도 3~27 Mbps
전송 범위 최대 1 km
차량 속도 최대 200 km/h

[그림 2] IEEE 1609 표준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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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1609.4는 멀티 채널의 스위칭, IEEE 1609.3은
IPv6 네트워크계층과긴급데이터전송을위한WSMP 
(WAVE Short Message Protocol), IEEE 1609.2는 인증
및 보안 계층, IEEE 1609.1은 상위 응용 계층 표준을
규정한다.
특히, IEEE 1609.4에서정의된MAC 모델은 [그림 3]

과 같이 멀티 채널을 위한 channel routing, data que-

[그림 3] 채널 설정의 기능을 가진 MAC 내부 구조

[그림 4] 채널접속모드: continuous, alternating, immediate, 
extended

ueing, user priority, channel coordination의 기능을 하
며, MAC 계층은상위계층 LLC에서전송받은 MSDU 
primitive 정보를 적절한 채널의 큐에 배정하며 IEEE 
802.11 EDCA 원리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전송하
게 된다[2].

WAVE는 5.850∼5.925 GHz의 주파수를 배정하여
총 7개의 10 MHz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4]

와 같이 멀티 채널 운용의 관리 정보를 위한 CCH 
(Control Channel) 단일 채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SCH (Service Channel) 멀티 채널이 교대하면서 IP 
datagram과 WSM(WAVE Short Message)을 전송한다. 
IP datagram은 오직 SCH에서만 전송이 가능하며, 
WSM은 CCH와 SCH 두 채널에서 전송이 가능하다. 
각 CCH과 SCH 시작부분의 guard interval은 라디오
스위칭과 다른 장비 간의 부정확한 타이밍을 조절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C 계층은 MSDU primitive 정보에따라 IP data- 

gram 또는 WSM을 구별하게 된다. IP datagram인 경
우, SCH의 해당 데이터 큐로 전달되고, 전송에 필요
한 SCH number, power level, data rate 등은 MIB (Ma- 
nagement Information Base) 정보에 따라 결정된다. 
SCH에 대한 전송 프로파일 정보가 없거나 MLME 
(MAC subLayer Management Entity)가 제공하지 않은
SCH인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버리게 된다. WSM
인경우, WSM 헤더에포함되어 있는 priority, channel 
identifier, power level, data rate 정보 등에 따라 해당
큐에 배정하고, 만약 MLME에 해당한 channel identi- 
fier의 채널이 없다면 큐에 배정하지 않는다.

Ⅲ. 인지 무선 차량 통신 구조 및 특징

3-1 인지 무선 차량 통신 구조

인지 무선 기술에서는 인지 엔진(cognitive engine)
과 정책엔진(policy engine)으로 주파수를 제어 및 통
제를 하여 DSA(Dynamic Spectrum Access) 단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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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지 무선 차량 통신 네트워크 구조

효율적인 주파수 운영의 이점을 제공한다. 인지 및
정책 엔진은 DSA 단말이 주변 환경의 정보를 센싱
하여무선운영정책을질의하면이에따른최적정책

을 추출하고 관련된 전송 파라미터 조합을 구성하게

된다. DSA 단말은 최적으로 추론된 정책에 순응함
으로써 악의적인 사용과 간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

며, DSA 단말의 데이터 전송을 보장받게 된다[1].
인지 무선 차량 통신에서 차량에 인지 엔진과 정

책 엔진을 [그림 5]와 같이 OBUs에 창작함으로서 차
량 간 또는 RSU 간에 정책 정보, 지역 정보, 라우팅
계획 등을 공유할 수 있다[1]. 또한, 인지․정책 엔진
의 context-aware 시스템은 context-aware QoS 차별화, 
context-aware 채널 재 할당 등을 통해 재난 환경의
제한적인 스펙트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각각의
차량이인지가능한범주내에서최상의서비스를제

공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도로에 재난이 발생하
였을 경우, 차량 또는 RSU는 재난 상황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구조 및 상황 정리 계획 정보를 인지 무선

환경에적용된정책에따라최적의데이터전송을보

장하며, 신속하게 해당되는 차량에 전파하도록 하는
데유용하게적용될수있다. 이러한차량네트워크에 
적합한 context-aware 네트워크 시스템은 해당 지역
의 차량 및 도로 상태, 차량의 패턴, 차량 이동성 등
의정보의사전 수집을필요로하며, 이를위한 context 
센싱, context 처리, context 검색 등의 기술 연구가 필
요하다.

3-2 인지 무선 차량 통신 특징

인지무선환경에서의차량통신기능은사용자응

용 서비스 지원 외에 안전및 재난 상황에 대한즉각

적인 대처와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차량 통신은 일
반적인 단말의 이동성과 달리 특별한 패턴의 이동성

을 가지고 있는 등, 기존의 ad-hoc 네트워크에서 인
지 무선의 적용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차량 통신의 목적과 특징에 적합한 스펙트럼 센

싱, 간섭 회피 및 공존 기술, 패킷 손실 및 지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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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기술, 차량네트워크 인지 및 정책 엔진 기술, 
동적매체접근기술, 인지라우팅기술등의무선관
리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인지무선 기술을 이용한
차량 통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3]~[6].
∙차량 통신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지
리적인위치를 정확하게파악이가능하며, 해당 지
역의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여 지역 정보 기반 스

펙트럼 이용의 이점을 제공한다.
∙인지 무선 환경은 해당 지역에 대한 주파수 정보

와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되

어야 한다. 인지ㆍ정책 엔진은 직접 해당 지역의
주파수 사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거나, 지
나는 차량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송 받아 기존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병합하여, 최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책을 인지, 판단하고, 차량에 제공되
어야 한다.
∙차량은 빠른 속도의 이동성으로 토폴로지가 수시

로변화하면서각차량의통신링크가유지되는시

간은 짧아 발생하는 통신 연결 끊김 현상과 도플

러 전이, 숨은 터미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리적인 도로의 구조로 차량의 이동성이 대략적

으로예측이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지역의주파수
정보, 집행되는정책, 교통상황정보 등을 RSU 또
는 다른 차량과 협력하여 교환하면서 신속하고 정

확한 유휴 대역 센싱 및 할당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WAVE 통신에 할당된 대역뿐만 아니라, 해당 대
역에 혼잡이 생길 경우 TVWS, WIMAX, 3G/LTE 
등 다양한 대역까지 센싱하여할당을 받아야한다. 
지역에 따른 차량의 수와 이용할 수 있는 TVWS 
대역의 수용성에 대한 차별성 때문에 차량의 수가

많고, WAVE 통신대역 수요량을 초과했을 경우에
따른 우선순위별 대역 사용에 대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유휴대역으로 감지한 TV 대역은 불연속 채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따른감지된 다양한 
채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채널의 출력
레벨, 동기화, 간섭 회피를 위한 정교한 센싱을 요
구한다.
∙현재 차량 통신 표준은 제어를 위한 관리 정보를

CCH로 제공되고 있지만, 차량의 증가와 데이터의
증가로 혼잡 상태가 되어 할당된 CCH 대역이 부
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 무선 차량 통신에서
는 상황에 따라 제어 정보 최소화, 데이터의 우선
순위, 인지 무선 환경에 적용된 정책, 공통 제어
채널(CCC: Common Control Channel) 추가 설정 등
으로 데이터를 제어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Ⅳ. 인지 무선 차량 통신 연구

인지 무선 환경에서 차량 통신 연구는 주로 GPS
를 이용한 지리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 스펙트럼 센싱, 스펙트럼 할당, QoS 향상, MAC 
설계, 라우팅 등 주파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인 사
용에 대한 연구형태로 진행되고있다. 또한, 인지무
선 차량 통신 구조에 대한 연구는 차량 간 통신, 차
량과 RSU 간 통신의 시나리오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지 무선 차량 통신은 전반적으로 [그림 6]과 같

은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각 차량은 해당 지역의 스펙트럼을 센싱을 하여

PU를 감지하고, 유휴 대역을 발견한다. 차량은 기존
의 정보에현재지역에서의로컬스펙트럼센싱과협
력 스펙트럼 센싱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로 최적의 주파수를 찾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이웃 차량 또는 RSU에
전송하여 공유하게 된다.

4-1 인지 무선 차량 통신의 스펙트럼 센싱

인지 무선에서 스펙트럼 센싱 방법은 [그림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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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지 무선 차량 통신 과정

같이 로컬 스펙트럼 센싱, 협력 스펙트럼 센싱이 있
다[7].
인지 무선 차량 통신에서 로컬 스펙트럼 센싱은

독립적으로 센싱한 정보를 기반으로 빠른 이동성으

로 인해 수시로 토폴로지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신속

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된 정보로
스펙트럼의 정보가 부정확하여 PU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협력 스펙트럼 센싱은 로컬 스펙트
럼 센싱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각 차량에서 수집
한 정보를서로교환하면서보다포괄적인정보를기
반으로 정확한 스펙트럼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협력 스펙트럼 센싱의 장점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8]~[10]. 
참고문헌 [8], [9]에서의 V2V 구조를 이용한 Cog- 

V2V 기술은 지형을 세그먼트로 나눠, 각 세그먼트
별로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차량은
GPS의 위치정보로 해당 세그먼트 또는 차량 이동성
에 예측되는 세그먼트의 정보를 수집하며, 세그먼트
의 정보와 각 채널의 샘플 정보를 이용한 센싱 기술

을 제안하였다. 센싱한 각 채널의 샘플 위치에 따른
가중치 값을 계산하여 차량 위치에서 PU의 간섭을
최소한 채널을 선택하며, 이웃 차량에서 채널의 정
보를 받은 경우, 채널의 샘플 수에 따른 가중치로 채
널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참고문헌 [10]은 V2V, V2I 구조를 사용하여, RSU

[그림 7] 인지무선네트워크의스펙트럼센싱카테고리

또는 cluster head의 중앙 제어기는 순차적이고 반복
적으로 SU로부터 받은 각 채널(차량 통신대역, 디지
털/아날로그 TV 대역, 마이크로폰 대역) 센싱 정보
들로 PU와의 간섭을 완화하도록 적절히 조합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채널을 분배한다. SU는 이용 가능
한 채널 정보를 전송 받고, 최종적으로 최신 채널 정
보를 기반으로 채널 접속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처리 과정의 구조는 스펙트럼 감지의

정확성을향상시킬수 있지만, 통신의 오버헤드와계
산의 복잡성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4-2 인지 무선 차량 통신의 스펙트럼 접근

인지 무선 차량 통신의 메시지는 안전 정보 메시

지와 일반 정보 메시지로 나눠진다. 안전 정보 메시
지는차량 운영에 있어 사고 예방 및 사고 상황정보

에 대한 교통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일반 정보

메시지(엔터테인먼트, 광고, 파일전송 등)보다 높은
우선순위로 스펙트럼에 접속하여 보장된 전송이 이

루어져야 한다.
차량 통신에서의 메시지 전송은 표준 채널 인터

벌 기간 동안 전송을 완료 못하면, 다음 인터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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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이 지연된다. 전송 지연이 계속 발생하여 지연
된 메시지가 축적이 되면, 각 CCH/SCH 채널에서 충
돌이 발생 확률이 높아져 메시지 전송 실패의 원인

이된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인지무선을이용한 멀
티 MAC 프로토콜이 참고문헌 [11], [12]에서 제안되
었다.

CREM/CREM-E 프로토콜[11]은 우선순위가 높은

도로 안전 메시지 전송을 보장하며, 할당된 차량 통
신 채널의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인지 무선
기술을 적용했다. CREM은 안전 정보 메시지를 전송
하는 차량을 PU로, 일반 정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차
량은 SU로 설정하여 PU가 표준 채널의 인터벌보다
더 큰 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경우, 해당 SCH의 인터
벌을연장하여전송하며해당채널이외의채널은 SU
가 전송하도록 한다. CREM-E은 PU가 인터벌이 연
장된 한 채널로 보장된 전송을 할 때, SU도 다른 채
널에서연장된인터벌동안데이터를전송할수있다. 
하지만 참고문헌 [11]은 한정된 차량용 대역을 사용
함으로써,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추가적
인 스펙트럼이 없으므로 기술의 한계가 있으며, TV
대역 등 추가적인 주파수를 할당하여 교통안전 관련

메시지의보장된 전송을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12]는 해당 지역에 2∼3개의 사용 가능

한 TV 유휴대역이 있는 시나리오로 가정하였다. TV 
대역의 1홉 전송 범위는 DSRC 대역의 1홉 전송 범
위보다 더 넓어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특징 때

문에, 차량 통신 표준에 배정된 대역(5.9 GHz)을 공
통 제어 채널로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황 정보(차량
의 위치, 속도, 방향의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전송
하며, TV 대역을 멀티채널로 이용하여 안전 정보 메
시지를 전송한다.
참고문헌 [13], [14]는 V2I 구조를 사용하여 RSU

는 차량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중앙처리 과정을

통해 차량의 혼잡 지연 수치를 계산하게 된다. 만약
혼잡 지연 수치가 차량 통신 표준에 할당된 채널 이

[그림 8] 차량과 RSU 상호작용

상의 수요를 요구하는 상황일 경우, [그림 8]과 같은
DCV(Data delivery guarantees using Cognitive networks 
in Vehicular ad hoc networks) 기술을 통해 RSU에 내
장된 feedback 컨트롤러가 제어 채널을 통해 TV 대
역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할당하게 된다.

4-3 인지 무선 차량 통신 Testbed

인지 무선 차량 통신을 적용하기 위해, 실제 차량
의 환경에서 테스트베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6],[15],[16].
우스터폴리테크닉대학교와 도요타 인포테크놀로

지 센터에서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I-90 고속도로
에서 일반적인 지오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

으로 470∼806 MHz UHF(Ultra High Frequency)의 특
징을 조사하고, [그림 9]와 같이 사용 가능한 대역의

맵을 완성하여 UHF 대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6].
폴리테크닉대학교는 750 MHz UHF 대역에 컨트

롤메시지를전송을하고, 5 GHz 대역은데이터를전
송하는 채널로 사용하는 Locate-Fetch-Transfer(L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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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I-90 고속도로 TV 채
널의 가용성

프로토콜을 테스트베드에 구현하였다[15]. LFT 프로
토콜은 차량과 차량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Central 
Cont- roller(CC), 짧은 범위로 차량에 데이터를 전송
하는 RSUs, UHF 대역에서 차량의 이동성 정보와데
이터 전송 요청을 수집하는 LRUs(Long Range Units), 
차량에 내장되어 LRU를 통해 CC로 데이터 요청을
하고 RSUs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는 OBUs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림 10]과 같이 동작한다.
차량으로부터 UHF 대역을 통해 데이터 전송 요

청을받은 CC는차량의속도와예상경로의정보, 데
이터 전송 속도와 비례하게 데이터를 macroblock 으
로 분할하여, 차량의 예상 경로의 각 RSUs에 분할된
데이터를 미리 전송하고, 각 RSUs는 전송 범위에 차
량이 들어오면 CC에서 받은 분할된 데이터를 5-GHz 
대역으로 해당 차량에 전송하여, 5-GHz의 한 대역만
을이용하는것보다 3배 정도향상된결과를얻을수 
있었다.
볼로냐대학교는 실질적인 인지 무선 차량 통신의

테스트베드를 위해서는 차량 밀도가 높은 환경이 필

요 하지만, 현재 인지 무선 차량 통신 테스트베드에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실제 차량들에 가상의 차량들을 매핑하

[그림 10] CC, RSU, OBU 간의 프로토콜 메시지 교환

여 멀티 홉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6].

Ⅴ. 결  론

본 고에서는 인지 무선을 이용한 차량 통신 연구

의 필요성, 차량 통신을 위한 멀티채널 표준기술, 인
지 무선 차량 통신의 구조 및 특징, 최신 인지 무선
차량 통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차량 통신의 주
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과 긴급 데이터의 신속한 정보전송을 위해, 차량 통
신의 특징에 적합한 인지 무선 기술 개발이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인지 무선을 적용
한 차량 통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관련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빠른 이동성과 동

적으로변하는토폴로지등의특징을보이는차량통

신에 적합한 신속한 스펙트럼 센싱 및 매체 접근, 주
변 환경 정보의 효율적 수집, 최적 주파수 정책의 추
론과인지정책 엔진에대한 활발한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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