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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VANET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안정 인 서비스를 차량에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 RSU들을 유선망으로 연결하고 RSU들 사이의 업을 통해 데이터를 송하

는 새로운 스 쥴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다  RSU 업 략을 통해 안  데이터와 비안  

데이터를 효율 인 송하며 데드라인 실패율  평균 응답 시간을 감소시킨다. 안  데이터가 발생할 경

우 이  RSU에서 데이터를 미리 송하고 데드라인, 수신율을 고려하여 우선 순 를 부여한다. 비안  

데이터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되는 요구 기반 데이터이기 때문에 RSU에서 부하가 발생할 경우 데

드라인 실패율이 방지하기 한 기법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해 차량 수와 속

도를 변화시키면서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 데드라인 실패율과 평균 응답 시간 측면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보다 모두 우수함을 입증하 다. 

 
■ 중심어 :∣VANET∣RSU∣스케쥴링∣비안전데이터∣안전데이터∣

Abstract

Recently, as researches on VANET have actively progressed, the convenient and reliable 

services can be provided to the vehicl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collaborative RSU 

scheduling scheme using multiple RSUs which are connected through a wired backbone. The 

proposed scheme efficiently disseminates both unsafety data and safety data, and reduces the 

deadline miss rate and the average response time. When safety data is occurred, it is send to 

previous RSU in advance and is scheduled by deadline and reception rate. We provide the 

prevention technology for unsafety data when the workload is occurred in RSU because it is 

on-demand data processed by user requests. It is shown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the existing scheme in terms of the deadline miss rate and 

the average response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vehicles and the velocities of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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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VANET(Vehicular Ad-hoc NETworks)은 이동하는 

차량들 사이에 무선 통신을 통해 에드혹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교통 정보, 일 공유, 치 주변 정보 등을 제공

한다[1]. VANET은 차량들 사이에 통신  차량과 인

라 간의 통신을 통해 운 자의 요구에 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 에도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다. 한, 차량 충돌  도로 교통 정체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편안하고 안 한 운행을 할 수 있도

록 한다[1][2][11][12]. VANET 통신 방식은 

V2I(Vehicle To Infrastructure)와 V2V(Vehicle To 

Vehicle)로 구분된다. V2V 기반의 통신 방식은 차량들 

사이에 애드혹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량들 사

이에 데이터를 직  송하기 때문에 다수 운 자의 요

구에 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많은 통신 비용이 

소요된다. 한, 차량의 빠른 이동으로 인해 안정 으로 

정보 송을 보장하지 못한다. 최근 다수의 운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해 V2I를 이용

한 통신 방식들이 제안되었다. V2I에서는 다수의 운

자가 요구한 정보 는 특정 정보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달하기 해 RSU(Road Side Units)를 사용한다. 

RSU는 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차량의 요청을 수신하거

나 차량에 필요한 정보를 송하는 기지국 역할을 수행

한다. 그러나 RSU의 통신 범 가 제한 이기 때문에 

다수의 차량에게 정보를 배포하기 한 송 기법이 요

구된다. 한, 제한된 역폭에서 다수 차량의 요청을 

서비스하기 한 로토콜이 필요하다[3][4]. 

RSU는 안 /비안  데이터를 다수의 차량에게 송

하기 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한된 통신 반

경 내에서 차량이 요청한 정보를 최 한 제공하기 해 

데이터 송 스 쥴링을 수행한다[5-7]. 단일 RSU 스

쥴링 기법은 RSU의 통신 반경이 작고 RSU와 차량 

간의 연결 시간이 짧아 차량들에게 안정 인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바쁜 시간 나 차량의 

집도가 높은 핫스팟 도로 구간에서는 데드라인 실패

율이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다  

RSU 업을 통한 데이터 송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

다.  multiple RSU 기법은 기본 인 RSU의 스 쥴링은 

DSIN 기법을 사용하여 우선 순 를 할당한다[9]. RSU 

상호 간의 치를 고려하여 낮은 부하를 갖는 RSU에게 

요청의 일부를 송한다. MPO에서는 차량들의 이동을 

측하고 RSU 간의 부하 균형 맞춤과 동시에 다수의 

차량에게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한다[10]. 차량의 

이동을 측하기 해 Manhattan mobility model의 이

동성 모델을 사용한다. 차량들의 이동을 측하고 특정 

RSU에서 실패할 요청은 다른 RSU에게 달한다. 

기존 다  RSU 업 략 기법에서는 안 /비안  

데이터의 구분이 없이 데이터 송 스 쥴링을 수행한

다. 한, 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의 속도와 RSU의 배치

가 다르지만 차량의 이동과 무 하게 RSU가 모든 차량

의 요청을 수신하여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

고 있다. 따라서 실제 차량의 이동 속도  방향에 따라 

RSU 내에서 데이터 수신율이 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다수 RSU들을 

유선망으로 연결하고 RSU 업을 통해 안 /비안  

데이터를 모두 송할 수 새로운 스 쥴링 기법을 제안

한다. 비안  데이터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되는 

요구 기반 데이터이기 때문에 RSU에서 부하가 발생할 

경우 데드라인 실패율이 방지하기 한 기법을 제공한

다. 안  데이터에서는 수신율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받

지 못한 차량들에게도 고려하여 더 많은 차량들이 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

존에 제안된 RSU 업 략에 해 기술하고 III장에서

는 제안하는 RSU 업 략에 해 기술한다. IV장에

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 입증하기 해 성능 평가

를 수행한 결과를 기술하고 V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을 기술한다. 

II. 관련연구 

VANET 환경에서 V2I 기반으로 다수 사용자의 요청

을 처리하기 해서는 사용자를 수신하고 데드라인 실

패율을 최소화하기 한 스 쥴링 기법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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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N은 서비스율을 향상시키기 해 데드라인, 요청 

수, 데이터의 크기를 고려하여 스 쥴링한다[7]. 서비스

율이란 체 요청 에서 데드라인 내에 처리된 요청 

수로써 서비스율이 높을수록 좋은 스 쥴링이다. DSIN

은 스 쥴링은 데드라인과 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요청 

수가 높은 데이터의 우선 순 가 높다. Zhang 등은 데

드라인, 데이터 크기, 요청 수를 상호 비교하여 배포할 

데이터를 선별하는 D∗S, D∗S/N, D∗S/R 스 쥴링

을 제안하 다[8]. D∗S는 데드라인과 데이터 크기를 

고려한다. 동일한 데드라인을 가지는 데이터가 존재한

다고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것을 먼  처리하고 데이터

의 크기가 동일하면 데드라인이 작은 것을 처리한다. D

∗S는 데드라인과 데이터의 크기가 작을수록 우선 순

가 높다. 다운로드를 최 화하기 해 N(요청 수)을 

추가하고 데드라인, 데이터 크기, 요청 수를 상호 비교

하여 다운로딩할 때 D*S/N 스 쥴링을 사용하고 업로

딩할 때에는 D*S/R 스 쥴링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비율  데이터 품질 사이의 상충 계를 연구

하 다. 

단일 RSU 스 쥴링 기법은 RSU의 통신 반경이 작

고 RSU와 차량 간의 연결 시간이 짧아 차량들에게 안

정 인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다수 RSU를 백본망을 통해 연결하

고 RSU 간에 서로 통신하는 다  RSU 업 략의 기

법이 제안되었다. 일반 으로 다  RSU 환경에서는 

RSU의 부하 상태를 악하여 요청 메시지를 다른 

RSU에게 송한다[9]. multiple RSU 기법은 통신 범

를 벗어나기 에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해 기본

인 RSU 스 쥴링 략으로 DSIN 기법을 사용하여 

우선 순 를 할당한다. RSU의 부하가 증가하여 다수 

차량의 요청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RSU 상호 간의 

치를 고려하여 낮은 부하를 갖는 RSU에게 요청의 일부

를 송한다. 만약 RSU1에서 부하가 발생하고 RSU2에

서는 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RSU1에서 

수신한 요청을 RSU2에게 송하려면  차량은 RSU1에

서 RSU2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며 차량의 요청에 한 

허용지연시간이 차량의 이동 시간과 데이터를 제공받

는 시간보다 커야 한다.

MPO에서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측하고 RSU 간의 

부하 균형 맞춤과 동시에 다수의 차량에게 많은 데이터

를 제공한다[10]. 차량의 이동을 측하기 해 

Manhattan mobility model의 이동성 모델을 사용한다. 

차량들의 이동을 측하고 특정 RSU에서 실패할 요청

은 다른 RSU에게 양도한다. Manhattan mobility model

의 이동성 모델은 기본 으로 격자 도로 토폴로지를 사

용하고 차량은 지도의 수평  수직 거리의 격자를 따

라 이동한다. 노드 운동의 선택에 확률 근 방식을 사

용한다. 차량의 이동성에 같은 방향은 0.5, 왼쪽 는 오

른쪽은 0.25의 확률을 갖는다. 4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며 

RSU에서 부하 때문에 처리 못하는 요청이 발생 하면 

Manhattan mobility model로 차량의 이동을 측한다. 

차량의 이동　 경로를 측하여 다음 RSU의 

RSU_available_time을 검사한다. 이때, 

RSU_available_time과 duration의 합이 데드라인 보다 

커야 한다. RSU_available_time이란 차량이 다음 RSU

로 이동 할 때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이며 

duration은 차량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다. 

다  RSU 업 략 기법은 단일 RSU 모델을 문제

을 해결하여 다수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한, 요

청이 많이 생성되는 핫스팟에 해 효과 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다  RSU 업 략은 안  

데이터와 비안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스 쥴링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특정 RSU에 사용자의 요청이 증

가할 경우 데드라인 실패가 증가한다. 제안하는 기법에

서는 안  데이터와 비안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스 쥴링 기법에 제공한다. 비안  데이터는 

사용자마다 요청하는 데이터의 유형을 상이하고 데이

터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요청수, 데드라인, 데이터 

크기를 고려하여 스 쥴링한다. 한, 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의 속도와 RSU의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의 정

확한 데이터 수신 시간을 계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안  데이터는 사용자의 요청이 없이도 송해야 할 데

이터이기 때문에 데드라인과 데이터 수신율을 고려하

여 스 쥴링한다. 안  데이터는 데드라인 실패가 발생

할 경우 인 , 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데이터가 발생한 RSU 방향으로 이동한 차량에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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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모델

데이터를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제안하는 RUS 협력 전략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VANET 환경에서 RSU 스 쥴링은 RSU 통신 범  

내에서 다수의 차량에게 안  데이터와 비안  데이터

를 송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기존 RSU 스

쥴링에서는 요청 수, 데이터 크기, 데드라인 등을 고려

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데드라인 실패율과 응답 시간

을 감소키기 해 안  데이터와 비안  데이터에 특성

에 따라 각기 다른 스 쥴링 정책을 제공한다. [그림 1]

은 제안하는 스 쥴링 기법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의 요청을 수신하기 한 요청 

큐(request queue), 차량에게 송할 데이터를 선별하

는 스 쥴러(scheduler), 네트워크를 통해 송할 데이

터를 장하는 아이템 큐(item queue)로 구성되어 있

다. RSU는 서버로부터 달된 치 주변 데이터와 차

량들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들을 장 리하고 차량들

의 요청을 수집해야 한다. 이를 해 요청 큐는 두 개의 

업로드 큐(upload queue)와 하나의 다운로드 큐

(download queue)로 구성되어 있다. 다운로드 큐는 사

용자의 요청을 수신하여 장한 큐로 요구 기반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사용한다. 업로드 큐는 차량, 이웃한 

RSU, 서버 등으로부터 송된 데이터를 장하는 큐로 

안 /비안  데이터를 각각 장한다.

안  데이터는 생명 는 안 과 직 으로 련되

어 있기 때문에 비안  데이터를 우선 으로 RSU에 

장하고 차량에게 송해야 한다. 이에 반해 비안  데

이터는 일 공유, 치 주변 정보와 같이 인포테인먼

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드라인 실패가 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

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안 /비안  데이터를 별도로 

장 리하기 해 두 개의 입력 큐로 구성되어 있다. 

요청 큐에 장된 정보는 스 쥴러에 의해 우선 순 가 

부여되고 우선 순 에 따라 아이템 큐에 배치된다. 아

이템 큐에 장된 데이터는 무선 통신을 통해 차량들에

게 로드캐스 된다. 

2. RSU 협업 스케쥴링 고려사항
단일 RSU 스 쥴링의 한계 을 해결하기 해 다수 

RSU들을 유선망으로 연결하고 다수 차량에게 데이터

를 제공하는 다  RSU 기반의 업 스 쥴링 기법을 

제안한다. 안  데이터를 스 쥴링 하기 해 데드라인, 

수신율을 고려한다. 데드라인은 차량이 안  데이터와 

련된 치에 도달하는 시간 즉, 사고 는 험 지역

에 도달하기 까지의 시간이다. 수신율은 하나의 RSU 

내에서 안  데이터를 수신한 차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

이다. 수신율 은 동일한 데이터에 해 많은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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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지 못한 데이터를 우선 으로 송하기 해 사

용되며 (식 1)과 같다. 이때, 는 RUS 의 통신 반경 내

에 존재하는 차량의 수이고 는 안  데이터 을 수신

한 차량의 수를 나타낸다. 

   


                     (1)

안  데이터가 사고나 인명 피해와 직 으로 련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인  

물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즉, 특정 RSU에 부하가 발

생하여 특정 안  데이터를 송하지 못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특정 RSU 내에서 안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안  데이터가 발생한 RSU 방향으로 이동

하는 차량이 존재하는 RSU에 안  데이터를 송한다. 

즉, 안  데이터가 발생한 치 주변에 존재하는 RSU

에 안  데이터를 송하여 차량들이 안  데이터를 미

리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RSU(D)에서 안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RSU(C), 

RSU(A)에 RSU(D)에 발생한 안  데이터를 송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이동을 분산시키거나 실제 사고가 발

생한 RSU에서 부하가 발생하여도 안  데이터를 미리 

수신하 기 때문에 사고에 처할 수 있다. 

그림 2. 다중 RSU에서 안전 데이터 전송

일반 으로 비안  데이터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달되는 요구기반 데이터이다. 따라서 특정 RSU 내에 

부하가 증가할 경우 다수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지 못

해 데드라인 실패율이 증가된다. 이를 처리하기 해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부하가 발생한 RSU에 차량들이 

요구한 요청의 일부를 이웃한 RSU에 달하여 부하 분

산을 수행한다. 재 RSU에서 부하가 발생하여 차량의 

요청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차량이 이동하는 다음 

RSU에게 요청 메시지를 송한다. RSU는 다수 차량의 

요청을 처리하기 해 우선 순 를 부여한다. 만약 특

정 차량의 요청에 한 우순 순 가 낮을 경우 요청한 

데이터를 계속 으로 수신하지 못하는 기아 상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안하

는 기법에서는 을 사용한다. 요청 메시지를 다음 

RSU 에게 송하면 요청 메시지의   값을 증가시킨

다. 이를 통해 다음 RSU 내에서 우선 순 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때, RSU 간의 메시지 송은 n번 까지만 허

용한다. 

[그림 3]은 RSU에서 비안  데이터를 송하는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RSU(A)에서 비안  데이터에 한 

요청이 증가하여 RSU(A)에 부하가 발생하 다고 가정

하자. RSU(A)는 RSU의 부하로 인해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지 못해 데드라인 실패가 발생할 것으로 상되

면 사용자의 요청을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에 존재하는 

RSU(B)로 달한다. 이때, RSU(A)로부터 수신한 차량

의 요청에 해 dc 값을 증가시킨다. RSU(B)는 

RSU(A)로부터 달된 요청을 수신하고 데드라인 실패

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요청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지 별한다. 만약 RSU(B)가 RSU(A)로부터 달된 

요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RSU(B)는 RSU(A)의 요청

을 RSU(C)로 재 송한다. 부하가 발생한 RSU의 요청

을 다른 RSU에게 송하는 수를 2번까지만 허용한다

고 가정하면 RSU(A)에서 달된 요청은 RSU(C)까지

만 달된다. RSU(C)에서도 차량의 요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메시지를 제거한다.

그림 3. 다중 RSU에서 비안전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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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  RSU 기법에서는 특정 RSU에서 차량의 

요청을 처리하지 못해 다음 RSU로 달될 경우 차량이  

다음 RSU에 도착할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다

음 RSU에 차량의 요청이 달될 경우 RSU 통신 반경

에 도착할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요청 메시지를 송하

기 한 스 쥴링을 수행한다. 그러나 RSU 배치가 불

특정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의 이동 속도나 방향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부하 발

생으로 특정 RSU가 다음 RSU로 차량의 요청을 송

할 때 다음 RSU의 통신 범 에 들어오는 시 을 악

하기 해 요청 메시지에 차량의 속도와 치를 함께 

송한다. 이를 통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RSU는 (식 

2)을 이용하여 차량이 RSU의 통신 범 에 들어오는 시

간을 악하고 스 쥴링 시 을 결정한다. (식 2)에서 

는 RSU 에 존재하는 차량 의 속도, 는 차량 

의 치에서 RSU 　까지의 거리, 는 RSU　의 통

신 범  내에 차량 가 도착할 상시간을 나타낸다. 

      


                    (2)

3. 다중 RSU 협업 스케쥴링 절차
다  RSU 업을 통한 데이터 송을 해 안  데

이터는 데드라인 실패가 없이 반드시 송되야 한다. 

한, 안  데이터는 차량이 안  데이터가 발생한 

RSU로 이동하는 차량이 존재하는 RSU에 데이터를 미

리 송하기 때문에 데드라인 뿐만 아니라 수신율을 고

려하여 송한다. 일반 으로 비안  데이터는 차량의 

요구에 따라 송해야 할 데이터 크기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안  데이터는 상태 정보를 송하

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송할 데이터 크기에 차

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 안  

데이터에 우선 순 를 부여하기 해 안  데이터의 크

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4]는 다  RSU 업 략을 통해 안  데이터

를 차량에게 송하기 한 우선 순 를 부여하는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의 (a)와 같이 RSU(A)에서 

안  데이터 {s2, s1, s3}가 발생하고 RSU(D)에서는 안

 데이터 {s6, s9}가 발생하여 이를 RSU(A)에 달하

다고 가정하자. 먼  RSU(A)에서는 차량으로 송

할 안  데이터의 우선 순 를 부여하기 해 [그림 4]

의 (b)와 같이 데드라인, 수신율을 기 으로 정렬을 수

행한다. 우선 데드라인 실패를 최소화하기 해 데드라

인을 기 으로 정렬을 수행하고 각 데이터에 한 수신

율을 기 으로 정렬을 수행한다. {s6, s9}는 수신율이 

{s2, s1, s3}보다 작지만 데드라인이 크기 때문에 

item_queue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추가한다. 차량에

게 송할 데이터를 장하기 한 큐 item_queue의 

크기를 50라고 할 때 RSU(A)에서 발생한 데이터 {s2, 

s1, s3}를  item_queue에 장한 후에도 여유 공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RSU(D)에서 달된 s6도 추가 으

로 item_queue에 장되어 차량에게 송한다. 최종

으로 송할 데이터는 {s2, s1, s3, s6}으로써 

item_queue에 선별한 데이터를 장하여 송한다.

(a) 다중 RSU에서의 안전 데이터 발생

(b) 안전 데이터의 스케쥴링

그림 4. 다중 RSU에서의 안전 데이터 스케쥴링

비안  데이터는 최 한 많은 차량에게 데드라인 실

패가 없이 데이터를 송하기 한 우선 순 를 부여한

다. 한, 다  RSU 업 략을 통해 부하가 발생한 

RSU의 요청을 다른 RSU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RSU는 다수의 차량으로부터 다양한 요청이 수신하기 

때문에 비안  데이터에 한 요청 수가 다양하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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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많은 데이터를 차량에게 송할 경우 다수의 차량

이 요청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체 인 서

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

법에서는 데드라인과 함께 요청 수를 고려하여 우선 순

를 부여한다. 비안  데이터는 인포테인먼트 인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할 데이터 크기가 다양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데드라인과 요청 수를 갖는 데이

터가 존재한다고 할 때 고정된 역폭 내에서 데이터 

크기가 작은 데이터를 송할 경우 많은 데이터를 차량

에게 송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크기는 송할 데

이터에 한 우선 순 를 부여하는데 요한 기 이 된

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비안  데이터를 송할 우선 

순 를 부여하기 해 데드라인, 요청 수, 데이터 크기

를 고려한다. 

비안  데이터는 요청을 달한 시 에서 시간이 지

날수록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를 들어, 특

정 차량이 치 주변 정보를 요청하 다고 할 때 RSU

의 부하  데이터 우선 순 로 인해 재 요청을 먼 거

리에 있는 RSU 내에서 처리된다면 치 주변 정보에 

한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한, 요청 수에 따라 우

선 순 가 부여된다고 할 때 요청이 거의 없는 데이터

는  우선 순 가 낮아 데이터를 송하지 못한다. 이러

한 요청은 다른 RSU에 요청을 달하여도 계속 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기아 상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안하는 기법에서

는 을 사용한다. 는 우선 순  는 RSU 부하로 인

해 특정 RSU 내에서 요청한 서비스가 처리되지 못하고 

다른 RSU 내에서 처리될 때 임의의 수만큼 요청 수를 

증가시킨다. 이를 통해 처음 차량의 요청을 수신 RSU 

내에서 비안  데이터를 송하지 못할 경우 우선 순

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정 RSU의  부하로 인해 비안  데이터를 차량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차량이 이동한 방향에 존재하는 이

웃한 RSU에 비안  데이터를 요청을 달하여 다른 

RSU에서 비안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를 들어, [그림 4]의 (a)와 같이 특정 차량이 RSU(A)에

서 비안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RSU(A)의 부하로 인

해 RSU(B)에 차량이 요청한 비안  데이터를 달하

다고 가정하자. 만약 RSU(B)에 부하가 발생하지 않

았다면 RSU(A)에서 달된 요청은 RSU(B)에서 차량

에게 송된다. 그러나 RSU(B)에도 부하가 발생한다

면 다음 RSU인 RSU(C)에서 차량의 요청을 달한다. 

RSU 내에서 비안  데이터를 송하기 한 우선 순

를 결정하기 해 데드라인, 데이터 크기, dc를 추가한 

요청수를 고려한다. 비안  데이터의 다  RSU 업 

기법에서는 데드라인 실패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item_queue에 장한다. 이번 송 주기에 

꼭 송해야 할 데이터들의 크기가 item_queue의 크기

를 과할 경우에는 요청 수와 데이터 크기를 고려하여 

송할 데이터를 재선정한다. 

[그림 5]는 다  RSU 업을 통해 비안  데이터를 

배포하기 한 스 쥴링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item_queue의 크기를 100이라 가정하고 RSU(B)에서 

차량들이 요청한 비안  데이터를 {c, x, a, b, g, t, w}라

고 하자. 데이터를 송하는 주기는 6이며  {t, w}는 이

 RSU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RUS(B)로 달된 요

청이라고 하자. 특정 RSU 내에서 요청한 결과를 수신

하지 못하고 다음 RSU로 달될 때   값을 1씩 증가

시킨다고 가정하면 t는 두 번의 RSU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RSU(B)로 달되어 dc 값을 2로 설정하고 이와 

유사하게 w의 dc 값 1로 설정한다. dc 값을 이용하여 

우선 순 를 증가시키기 해 요청 수에 dc 값을 합한

다. 가장 먼  데드라인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드라인을 

기 으로 하여 정렬을 수행하고 정렬된 값은 다시 요청 

수에 따라 정렬한다. 비안  데이터 {t, w}는 이번 송 

주기 내에 데이터를 송하지 않아도 데드라인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송 주기에 송하지 

못하면 데드라인 실패가 발생하는 {a, x, g, c, b}를 우

선 item_queue에 장된다. 하지만  item_queue의 크

기가 100이기 때문에 남는 여유 공간에는 다음 주기에 

송될 데이터를 추가 으로 장한다. t와 w는 데드라

인과 데이터 크기가 동일하지만 dc 값을 고려할 경우 

요청 수가 큰 t를 item_queue에 추가 장한다. 최종

으로 송할 데이터는 {a, x, g, c, b, 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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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중 RSU에서의 비안전 데이터 스케쥴링

Ⅳ. 성능평가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해서 Dual Core 

CPU 2.99GHz, 4G RAM, Windows 7 Ultimate K OS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자바로 구 하여 실험 평가하

다. [표 1]은 성능 평가에 사용된 요소들이다. 차량 수와 

차량 속도를 변경하면서 Multiple RSU[9], MPO[10]과 

데드라인 실패율과 평균 응답 시간을 비교 평가하 다.

요소 범

차량의 수 300 ∼ 1000대
차량의 속도 30km/h ∼ 100km/h 
데이터 종류 500개
데이터 크기 10 ∼ 512 Kbytes
RSU 수 16개

표 1. 성능평가 요소

[그림 6]은 차량의 수에 따른 데드라인 실패율을 나

타낸 것이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

법 보다 체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 다. 차량의 수

가 300  일 때는 7% 성능이 우수하 으며 가장 많은 

1000 에서는 11%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6. 차량 수에 따른 데드라인 실패율

[그림 7]은 차량의 속도에 따른 데드라인 실패율을 

나타낸 것이다. 차량의 속도가 느릴 때는 RSU 반경 내

에 많은 차량이 있어 데드라인 실패율이 증가하고 차량

의 속도가 빠를 때는 한 개의 RSU 반경 내에 겹치는 

차량이 없어서 데드라인 실패율이 감소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본 기법에 비해 평균 11% 성능 향상을 나타

내었다. 

그림 7. 차량 속도에 따른 데드라인 실패율

다  RSU 환경에서 평균 응답 시간에 한 성능 평

가를 수행하 다. [그림 8]은 다  RSU 환경에서 차량

의 수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기

법들은 차량의 수에 따라 평균 응답 시간이 증가 하지

만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비슷한 값을 유지한다. 

그림 8. 차량 수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

[그림 9]는 차량의 속도 변화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

을 나타낸 것이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 모두 평균 응답 시간이 감소한다. 속도

가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

에 비해 평균 으로 12%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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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차량 속도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RSU들 간의 통신을 통해 안  데이터

와 비안  데이터를 송하기 해 업 스 쥴링 기법

을 제안하 다. 안  데이터에 해서는 데드라인 실패

율을 감소시키기 해 안  데이터가 발생한 RSU 방향

으로 이동하는 차량에게 데이터를 미리 송한다. 한, 

비안  데이터에 해서는 RSU들 사이에 부하 분산을 

수행하여 안정 인 데이터 송이 가능하도록 하 다. 

차량 수와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

과 데드라인 실패율과 평균 응답 시간 측면에서 제안하

는 기법이 기존 기법보다 모두 우수함을 입증하 다. 

차량의 이동 변화에 따라 특정 도로 상태가 매우 다양

한 변화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변화를 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량의 요청을 송하기 한 기법들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로 차량의 이동 변화를 측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송 스 쥴링 동 으로 용하기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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