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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능형 교통시스템에서는 노변장치와 차량의 통신장치간 정보교환을 통해 차량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한 노변장치의 

통신범  내의 차량 도는 시간에 따라 바 다. 차량 도가 높아지면 한 노변장치에서 수집되는 차량정보가 많아지고 패킷의 

충돌 확률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도에 따라 송속도  송주기를 변경하여 패킷 수신율을 높이는 IEEE 802.11p 

기반 응 송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차량 간 통신 로토콜 표 인 IEEE 802.11p MAC 로토콜을 ns-2.33으로 구한하여 차

량 도의 변화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 다. 

Abstract

The roadside unit (RSU) collects vehicle information from vehicles in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The 

vehicle density on the road within the communication range of a RSU is a time varying parameter. The higher the vehicle 

density, the more vehicle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Therefore, the probability of packet collision will be raised. In this 

paper, an adaptive transmission scheme is proposed to improve the probability of packet reception rate by changing the 

data rate and transmission period according to the vehicle density. The performance of IEEE 802.11p MAC protocol that is 

a standard for vehicular communications is evaulated in terms of the vehicle density with the ns-2,33 simulator.

      Keywords : 차량 도, 차량정보 수집서비스,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MAC Protocol,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Ⅰ. 서  론

지능형 교통시스템에서는 차량의 정보 수집을 통해 

도로의 교통정보를 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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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등의 문제해결에 사용하고자 한다. 교통정

보 서비스가 안정 으로 서비스되기 해서는 먼  실

시간 교통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도로상의 

차량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이 필요하며 차량 

정보를 수집하기 하여 차량내 통신단말과 도로 상의 

노변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노변장치는 자신의 통

신 범  안에 있는 차량들의 차량 정보를 주기 으로 

수집하여 교통정보센터로 송한다. 교통정보센터에서

는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상의 교통 상황을 

악하고 교통정보를 운 자에게 달한다[1～2]. 

도로 상에는 수많은 차량이 존재하므로 이 차량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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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집되는 정보는 차량과 노변장치 간의 통신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손실 없이 교통정보센터로 정보를 달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량 도에 따라 차량의 주행속도가 달라지며 하나

의 노변장치의 통신범  안에 치하는 차량의 수가 달

라진다. 즉, 차량의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고속 변조방

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의 수에 따라 차선 변경을 

구분하면서 통신수용용량을 높일 수 있는 한 송

주기를 찾아 변경할 수 있다. 

차량정보서비스를 안정 으로 제공하기 한 최 의 

송속도와 송주기를 도출하기 해서는 몇 가지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 , 차량정보를 이용하여 차선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차선 구분이 가능해야 차선별 

교통량이 측정 가능하며, 진입 램  구간에서의 교통 

상황 서비스, 차선 변경 시 주  차량에게의 알림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차세  지능형 교통시

스템(ITS) 의 국제표 인 IEEE 802.11p 에서는 통신반

경을 약 1km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3]
. 실제 통신반경

은 통신채 환경  안테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변조방식에 의해서도 달라지므로 이에 한 고찰

이 필요하다. 하나의 인 라가 수용할 수 있는 차량 정

보 역시 고려해야 되며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  차량 도에 따른 차량의 속도변

화 계를 기존에 연구된 교통흐름모형을 통해 나타낸

다. 그리고 차량의 수와 차량속도에 따라 차선변경 구

분, 통신 거리, 통신오류율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차량

정보의 수용용량을 개선하기 한 최 의 차량정보 

송 주기, 변조방식을 도출한다. 즉, 변화하는 차량의 수

와 차량속도를 고려하여 교통정보 수집을 한 차량에

서의 송방법을 제안하고, 성능 평가를 통해 교통정보 

수집서비스에서의 용가능성을 확인한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교통흐름모형에 

따라 차량 도와 차량속도와의 계를 살펴본다. 그리

고 차량정보수집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요구 조건에 따

라 패킷 송속도와 송주기를 변경하는 송방법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차량 도에 따라 최

의 송속도와 송주기로 송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한

다. III장에서는 제안된 송방법에 한 성능을 평가하

고, IV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교통량에 따른 적응 전송기법

1. 교통흐름모형

교통흐름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교통량, 속도, 

도를 척도로 사용하며 이들 변수간 상호 계식을 나타

낸 것을 교통흐름모형이라 한다. 도로 상에 주행 인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도가 증가하고 운 자는 속도

를 여야 한다. 차량 도와 속도와의 계에 한 다

양한 연구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다. 교통흐름모형은 

단일구간모형(single regime models)인 Greenshields형 

모형, Underwood형 모형, Greenberg형 모형 등 과 다

구간모형(multi-regime models) 인 Ellis 모형, Edie 

모형, 수정된 Greenberg 모형 등이 있다[4～5]. 단일구간

모형은 비교  간단한 장 이 있으나 특정 도 구간에

서 속도와 도의 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거나 

실제 도로 상에서 측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 구간모형은 도구간을 나 어 제시한 

모형으로, 모든 구간에서 속도와 도 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실제 도로상에서 측된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 

본 논문에서는 복잡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단일구

간모형인 Greenberg형 모형을 다 구간모형으로 수정

한 Greenberg 모형을 사용하여 차량 도와 속도와의 

계를 나타내었다. 수정된 Green- berg 모형은 교통류 

상태를 2  구간으로 구분하여 자유 교통류 역은 직

선모형, 자유 교통류 역 이외 역은 로그모형으로 

제시한 모형이다
[4～5]
. 수정된 Greenberg 모형에서의 속

도와 도 계를 식 (1)에, 상 계 그래 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









       (1)

여기서 는 차량속도(km/h), 는 차량 도(veh/km), 

는 자유속도(km/h), 은 임계속도(km/h), 는 혼

잡 도(veh/km)를 나타낸다. 자유속도는 자유 도 시 

속도, 임계속도는 최  교통류율 일 때의 속도, 혼잡 

도는 교통이 혼잡하여 정체가 발생할 때의 도를 나타

낸다.

차량 정보 수집 서비스에서는 차량의 차선 변경을 구

분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속 주행 시에도 구분이 가능해

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패킷 송 주기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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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량 도-속도와의 계 

(수정된 Greenberg 모형)

Fig. 1. Relationship between vehicle density and 

velocity (modified Greenberg model).

350 cm

180 cm

170 cm

θ

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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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량의 차선 변경 속도

Fig. 2. Lane changing speed of vehicle.

ms 로 한다[1]. 송주기가 100 ms 보다 짧아지면 패킷 

충돌확률이 증가하고 100 ms 보다 길어지면 고속 주행 

시 차선 구분이 힘들어 진다.

그림 2는 차량의 차선 변경을 인식하기 한 이동 거

리를 나타낸다. 한국도로의 도로 폭은 3.5 m ∼ 3.6 m 

이고, 형 ∼ 형 차량의 평균 차량 폭은 약 1.8 m 

이다.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다는 것을 구분하기 한 

이동 폭을 1.7 m 로 하 다.

차량의 속도를   라 하면 차선 변경 방향으로의 속

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차량의 속도와 운 자가 차선을 변경할 때 핸들을 돌

리는 정도에 따라 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속도에 따른 차선 변경 방향으로의 이동거리 계산을 간

략화하기 하여 를 고정하기로 한다.

차량이 차선변경 시 걸리는 시간을 라 하면, 차선 

변경 여부를 알기 해서 사용 가능한 최  송 주기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통신 모듈간의 통신에서는 송신모듈과 수신모듈의 변조

방식이 서로 같아야 된다. 모듈에서 변조방식을 변경하

는 로세싱 시간이 걸리며 두 모듈의 변조방식의 변경

이 동시에 되어야 하므로 변조방식을 자주 변경하는 것

은 좋지 않다.

IEEE 802.11p는 3∼27Mbps의 송속도와 10MHz 채

 역폭을 지원한다. 고속 이동시 높은 변조방식을 

사용하면 비트 오율이 증가하여 통신 성능이 하된다. 

송율에 따라 통신성능의 변화를 보기 하여 송거리

에 따른 패킷 수신율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송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수신 

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패킷 수신율은 낮아진다. 송

율이 높아지면 패킷 수신이 가능한 송거리가 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채  환경과 안테나의 성능

에 따라 패킷 수신 가능한 송거리  비트 오율이 달

라지지만 고려하는 인 라가 약 1km 이상의 송거리

그림 3. 송거리에 따른 패킷 수신율 

Fig. 3. Packet reception rate with transmissio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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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야하므로 12 Mbps와 24 Mbps 의 변조방식은 

신뢰도 에서 사용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BPSK와 QPSK 변조 방식의 기본 

송속도인 3 Mbps와 6 Mbps 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2. 적응 전송 기법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토 로 차량 도에 따른 응 

송알고리듬을 제안하고자 한다. 차량 도가 높아져 

차량 속도가 낮아지면 패킷의 송속도를 높이고 송 

주기를 길게 하여 노변장치의 패킷 수용능력을 높인다. 

차량 도가 낮아져서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면 송속

도를 낮추고 차량 정보의 송 주기를 짧게 하여 패킷 

오류율을 낮춘다. 

고속도로 환경을 나타내기 하여 수정된 Greenberg 

모형 변수로서 는 100 km/h, 은 54.5 km/h, 는 

87.6 로 설정한다. 수정된 Greenberg 모형을 사용하여 

차량 도에 따른 속도의 상 계를 도출한다. 차선 변

경 여부를 알기 해 필요한 최  송주기   를 정하

기 하여 송주기가 100ms, 200ms, 300ms 일 때의 

차량속도에 따른 차량의 이동거리 계 그래 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차량이 차선 변경 시 이동하는 거리를 1.7 m로 하면, 

각 송주기마다 차량 속도에 따른 이동거리가 1.7 m 

보다 작아야 차선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4 에서 차량 

속도가 30 km/h 이하일 때, 송주기가 300 ms 이하이

면 차선 구분이 가능하다. 차량속도가 30 km/h ∼ 50 

km/h 일 때는 송주기가 200 ms 이하이면 차선 구분

이 가능하고, 차량속도가 50 km/h ∼ 100 km/h 일 때

는 송주기가 100 ms 이하이면 차선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4. 차량 도에 따른 처리량

Fig. 4. Throughput in terms of vehicle density.

차량 도 0∼35 35∼50 50∼

송주기 100 ms 200 ms 300 ms

송속도 3 Mbps 3 Mbps 6 Mbps

표 1. 송주기와 송속도 변경 방법

Table 1. Method for adjusting transmission period and 

datarate.

그림 2와 그림 3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 로 표 1과 

같이 차량 도에 따라 송주기와 송속도를 변경하

도록 하 다. 

Ⅲ. 실  험 

본 장에서는 제안한 분석결과에 따라 노드의 송속

도, 송주기, 차량 도가 수신노드의 수신율  처리

량에 미치는 향을 ns-2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정량

으로 평가한다. 시뮬 이션 환경은 왕복 4차선 도로

로 설정하고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성능 평가를 해 네트워크 시뮬 이터인 ns-2.33을 

그림 5. 시뮬 이션 토폴로지

Fig. 5. Simulation topology.

라미터 값

주 수 5.8 GHz

로토콜 IEEE 802.11p

통신방식 로드캐스트

통신 도달 거리 약 800m

패킷 사이즈 100 bytes

패킷 송 주기 100 ~ 300 ms

변조방식  송 속도 BPSK : 3 Mbps

QPSK : 6 Mbps

차량 도(veh/km/lane) 10, 20, … , 80

표 2. 시뮬 이션 라미터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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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시뮬 이션 라미터는 표 2에 나타내

었다.

IEEE 802.11p 로토콜 규격에 따라 주 수는 

5.8GHz로 설정한다. 송 력 값은 국내에서 허용된 

최  력인 20dBm으로 설정하고, 안테나 이득은 실제 

구  시 용 가능한 안테나 모델의 안테나 이득 값으

로 설정하 다. 시뮬 이션 환경을 좀 더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하기 해  모델은 Nakagami 모델을 사

용하 고, 이 모델에 사용되는 라미터 값은  으

로 설정하여 간 정도의 페이딩 환경으로 설정하 다
[6～7]. 

차량의 수에 따른 네트워크의 평균 수신율을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차량 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수신

율은 감소한다. 3Mbps 송속도로 100ms 주기로 송

할 경우 차량의 수가 많아지면서 패킷 송시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 도가 40이 넘어가면 수신

율이 히 떨어진다. 동일한 3Mbps 송속도에 패킷 

송 주기를 200ms 로 늘이면 차량 도가 70일 때 패

그림 6. 차량 도에 따른 패킷 수신율

Fig. 6. Packet reception rate with vehicle density.

그림 7. 차량 도에 따른 처리량

Fig. 7. The throughput with vehicle density.

그림 8. 차량 도에 따른 패킷 수신율

Fig. 8. Packet reception rate with vehicle density.

킷 수신율이 약 30% 정도 높아진다. 한 송속도를 

6Mbps로 높이고 100ms 주기로 송할 경우 송주기

를 늘릴 때 보다 높은 수신율을 보이며, 송속도와 

송주기를 모두 높일 경우 조  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량의 수에 따른 네트워크의 처리량을 그림 7에 나

타내었다. 그림과 같이 차량 도가 증가함에 따라 처

리량은 증가하고 일정시  부터는 포화상태가 된다. 

송주기가 100 ms 이고, 송속도가 3 Mbps 이면 차량

도가 50veh/km 일 때 처리량이 포화된다. 그 외의 

송주기와 송속도로 설정할 때는 직선 형태의 처리량 

그래 를 나타낸다.

앞서 분석된 패킷 수신율과 처리량 결과를 토 로 차

량 도 변화에 따른 수신율 성능을 제안 송기법을 

용하여 실험해 보았다. 

그림 8은 고정된 송속도와 송주기를 가질 때와 

차량 도의 변화에 따라 패킷 송 주기와 송 속도를 

변경하는 송방법을 사용할 때의 비교그래 를 나타낸

다. 송 속도와 송 주기를 변경하는 차량 도 값은 

표 1과 같이 35veh/km 와 50veh/km 이므로, 그림과 같

이 차량 도가 35일 때 까지는 송주기 100ms, 송

속도 3Mbps 의 그래  곡선을 따른다. 이후 구간에서

는 송 주기와 송 속도가 바 면서 해당 그래  곡

선을 따르면서 차량 도가 높아져도 체 으로 90 % 

이상의 수신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 응 송방법은 차량의 차선변경을 감지가 가

능한 송주기 내에서 차량 도에 따라 송방법을 변

경하므로 차량 도가 높아져도 정보의 신뢰도를 유지하

는 동시에 높은 수신율을 나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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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에서는 인 라를 통해 도로상

의 차량으로부터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상황을 

악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이 주기 으로 자신의 

차량정보를 송하는 환경에서 차량 도에 따른 최 의 

통신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 도 변화에 

따라 최 의 송속도와 송주기로 차량정보를 송하

는 응형 송기법을 제안하 다. 

차량 도에 따른 최 의 송속도  송주기는 차

선 구분, 인 라의 차량 수용용량, 에러율 등을 고려하

여 도출하 다. 송속도와 송주기를 고정하여 송

하면 차량 도가 높아짐에 따라 패킷 수신율이 낮아짐

에 반해 제안하는 송알고리듬을 사용하면 차량 도가 

높아져도 90% 이상의 수신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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