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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산 이벤트 시뮬 이터인 SMPL을 이용하여 노변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처리에 따

르는 데이터 캐쉬 성능분석기를 구 한다. 구 된 성능분석기는 SMPL의 요청 도착과 서비스 사건 처

리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실제 차량의 궤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요청 생성부와 큐잉 정책과 캐쉬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처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분석기는 서비스율, 해당 정책, 캐쉬의 크기 

등의 수행인자를 설정하여 이에 따르는 큐 길이의 분포, 캐쉬의 히트율, 요청 처리시간의 분포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추정된 성능 요소를 기반으로 노변 네트워크에 기반한 차량 텔 매틱스 시스

템에서 RSU(RoadSide Unit)의 배치, 성능 요구사항 분석, 새로운 큐잉 정책과 캐쉬 정책의 설계 등 다

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1. 서론

차량형 텔 매틱스(vehicular telematics)는 차량에 내외부 

유무선 통신 기능과 치 악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에 

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제공한다[1]. 차량

내의 텔 매틱스 장치는 일종의 내장형 컴퓨터(Embedded 

computer)로서 계산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GPS 수

신기와 같은 치 악 장치, WLAN 혹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등과 같은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차량내 상태정보 수집과 제어기능은 물론 운

경로 추천, 차량 추 , 자동 사고정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차량형 텔 매틱스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서 길가에  RSU(RoadSide Unit)를 설치하여 차량간 통신

을 지원하는 노변 네트워크가 추진되고 있다[2]. 

노변 네트워크를 통해 RSU의 데이터가 앙서버에 업로

드되거나 반 로 서버의 데이터가 다운로드될 수 있다. 노

변 네트워크에서 RSU로는 IEEE 802.11의 AP (Access 

Point)와 같은 장치가 사용될 수 있는데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차량과 RSU간에는 수십 Mbps의 역폭이 

지원되는 반면 이들이 로벌 네트워크 연결시에는 셀룰

라 네트워크와 같은 고비용 역폭 네트워크를 사용하

게 되어 이 과정에서 병목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

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9-C1090 

-0902-0040)

(그림 1) 노변 네트워크의 구조

따라서 주변의 교통상황  데이터 요청 패턴, 데이터 제

공 방식 등 다양한 인자에 따르는 RSU의 성능을 악하

여 RSU의 배치 방식, RSU의 성능 요구사항, 효율 인 데

이터 리 정책의 개발 등에 한 필요성이 두된다[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변 네트워크에서의 RSU 서비스 

성능 측정을 하여 이산 이벤트 (discrete event) 시뮬

이터인 SMPL을 기반으로 하여 궤  데이터 처리, 큐잉 

동작을 한 요청  서비스 처리, 요청 처리 큐를 한 

다양한 정책 라이 러리, 캐쉬 리를 해 필요한 정보 

계산 함수들을 구 하 다[4].

2. 성능분석기의 구

 본 논문에서 구 된 시뮬 이터의 구조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PL 계층의 기본 인 큐잉 모델에 따

라 요청의 도착과 큐잉  요청의 서비스 사건을 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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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에 한 필요 모듈들을 구 한다. 

SMPL 계층에 요청을 생성하여 달하려면 우선 으로 

요청이 도착하는 모델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 가상 으

로 생성된 모델은 포아송 분포나 waypoint 모델 등을 따

를 수도 있으며 실제 차량의 이동 데이터나 요청 데이터

가 가용한 경우는 이를 일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

서 schedule 함수를 통해 SMPL 이벤트로 등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택시 텔 매틱스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

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성되었다[1]. 이 요청은 서비스율에 

따라 하나씩 처리되며 서비스율의 설정은 요청의 도착시

간과 주어진 부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2) 성능분석기의 구조

데이터에 한 요청 패턴은 서비스와 차량의 이동 패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본 에서 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고  경로서비스로서 단순한 경로 결정이나 추천이 아닌 

특정 경로에 해 주변의 식당, 식당의 좌석가용성, 실시

간 쿠폰, 교통상황 등 다양한 동 정보를 제공한다. 도로

명 혹은 아이디가 키가 되며 이를 기 으로 정보들이 검

색된다. , 차량의 이동 패턴 악을 해 실제 궤  데

이터에서 출발지와 목 지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 두 지

간에 A* 알고리즘을 통해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들의 

모든 도로들을 추정하고 모든 도로들에 한 정보가 검색

된다고 가정한다. 본 시스템에서 24시간을 기 으로 총 

94,546 개의 요청이 발생하 으며 이를 24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을 부하 1.0로 설정한다.

SMPL 계층에서 요청이 생성되면 이를 큐에 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조회 요청에 한 스 링 정책이 

구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요청 큐를 연결 리스트로 생

성하 으며 요청 큐에는 FCFS, EDF(Earliest Deadline 

First) 등의 정책이 구 되어 선택이 가능하다. 한 특정 

각도나 공간 인 특성을 반 하는 스 링 정책의 구

과 결합이 용이하다. 데이터 조회 요청에 한 서비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RSU의 캐쉬가 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데이터 장의 용량  한계와 시간  한계를 고려하

여 서비스 시간을 평가하는데 요한 요소가 된다[5]. 평

가 과정에서 캐쉬의 용량과 캐쉬 리 정책을 설정할 수 

있으며 캐쉬의 용량은 장 가능한 데이터 아이템의 개수

를 단 로 가지며 련된 정책은 FCFS, LRU,(Least 

Recently Used), FAR(Furthest Away First) 등이 포함되

어 있다. 다양한 정책의 구 을 지원하기 해 공간 인 

계를 결정하는 도로간의 거리계산, 특정 지 과 도로와

의 각도계산 등의 함수들이 추가 으로 구 되어 새로운 

캐쉬 린 정책을 구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3. 수행 결과  결론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구 된 성능분석기를 이용하여 

요청 큐의 길이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RSU의 

치는 차량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내 심지를 선택하

으며 이 치에서 반경 무선 송 거리에 해당하는 300m

내에서 출발한 탑승을 궤  데이터로 사용하 다. 부하가 

0.8, 1.0, 1.2의 경우에 해 각 요청의 서비스 시간을 설정

하 으며 부하가 높을수록 큐의 길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퇴근  녁시간일수록 큐의 길이가 증가하여 

효율 인 스 링 정책과 캐쉬정책의 효과가 큰 것을 

상할 수 있다.

(그림 3) 부하에 따르는 큐길이 분포

본 논문에서는 RSU에 기반한 차량 텔 매틱스 네트워크

에서의 데이터조회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SMPL을 기

반으로 한 시뮬 이터를 구 하 다. 이를 기반으로 요청

의 스 링 정책과 캐쉬 정책이 설계될 수 있어서 차량 

네트워크에 한 효율 인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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