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최근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 카 및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커

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전송 

및 센서 데이터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높은 전송용량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vehicle-to-vehicle (V2V) 통신과 

vehicle-to- infrastructure (V2I)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와 구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근 mmWave 기반의 V2V, V2I에 대한 연구가 큰 주목을 받

고 있다. 본고에서는 mmWave 대역 V2V 및 V2I 기술의 필요

성과 채널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까지 연구된 mmWave 대역 V2V, V2I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용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

로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와 차량을 연결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커넥

티드 카 (connected car)와 자율주행 차량 (autonomous 

vehicle)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에서도 유수의 상용차 업

계와 관련 ICT 업계가 참석하여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량 

(autonomous vehicle)를 주제로 하드웨어 기반의 단순한 이

동수단의 개념에서 벗어나 외부와의 연결, 소프트웨어 플랫폼

과의 융합을 통해 차량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협

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 (advanced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A-ITS)에 대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커넥티드 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차

량을 위해서는 높은 신뢰성과  전송 용량을 만족 시킬 수 있

는 차량 간의 통신 (vehicle-to- vehicle, V2V)와 차량과 도

로의 기반시설간의 통신 (vehicle-to-infrastructure, V2I)

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맞추

어 2000년 초부터 다양한 표준화 기관에서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DSRC)를 기반으로 한 IEEE 802.11.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WAVE)를 비롯

하여 ITU-R SG5, ISO TC 204 (communication access for 

land mobiles, CALM)등 관련 표준을 준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구글의 경우 아우디, 포드, 현대 등 상용차 업계와 제휴

하여 open automotive alliance (OAA)를 설립하는 등 ICT 업

계와 상용차 업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A-ITS 및 V2V, V2I통신을 기반으로 전방 충돌 경

고, 운전 보조 등 기존의 사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 차량 및 교통 정보 전달,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향후 기존보다 더 

높은 전송 용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5G 통신 시스템에서 높은 전송 용량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 기

술로 떠오르고 있는 millimeter wave (mmWave) 통신 기술

을 V2V 및 V2I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1][2], [9]-[21]. 

본고에서는 높은 전송 용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mmWave 기

반 V2V, V2I 통신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과 발전방향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DSRC 및 WAVE 표준에서의 V2V, 

V2I 송수신 기법 및 physical (PHY), medium access control 

(MAC) layer에서의 시스템 디자인은 표준 제정에 따라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mmWave 기반의 vehicle-to-everything 

(V2X) 통신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mmWave의 채널 특성에 의해 기존 WAVE 표준의 송수

신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mmWave 채널에 대한 실측과 분석, 모델링이 필수적이며, 이

를 기반으로 높은 전송 용량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mmWave 기반의 V2V, V2I 통신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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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mWave 대역 V2V, V2I 채널 특성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

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연구된 mmWave 기

반 V2I, V2X 통신 기법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연구 주제와 방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mmWave 기반 V2X 통신 관련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인 운전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경보 및 운전 보조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 매우 짧은 지연 시간 (보통 수십msec이

내)을 요구하며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량이 많지 않기 때문

에 기존의 널리 쓰이고 있는 DSRC 혹은 WAVE 표준으로 적

용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이 기존의 이동수단에서 사물인터넷

을 바탕으로 하나의 생활공간으로서 스마트 홈과 스마트 오피

스를 연결하여 공간 연속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지도 및 지형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 및 다운로드, 차량 간 대용량 센서 

데이터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표준과 V2X 기술보다는 더 높은 전송 용량과 안정성이 필요

하다[1][2]. 

특히 차량의 센서의 수가 매우 많아짐에 따라서 전송하고자 

하는 센서 데이터의 량도 매우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

원하기 위한 높은 전송용량의 V2X 통신 기술에 대한 요구도 커

지고 있다[2]. 또한 차량 센서의 경우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반

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차량 간의 센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현재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의 물체를 미리 인지하여 사고의 위

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RADAR나 카메라의 경우 line-of-

sight (LoS)에 위치한 물체들만 인지 가능하며, <그림 1>과 같

이 카메라를 통한 차량 간의 사각지대 영상 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간의 센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주변 지역의 지도 정보를 전송받

음으로 써 더 높은 수준의 자율 주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V2V와 V2I 통신에서 높은 데이터 전송 

용량을 요구하게 된다. 

실제 카메라의 영상 정보의 경우 원본 영상 (raw image)인 

경우 영상의 크기에 따라 대략 100~500Mbps의 데이터 량을 

필요로 하고 압축과 같은 추가적인 이미지 프로세스를 수행할 

경우 대략 10~90Mbps의 데이터 전송량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율 주행의 경우 차량 주변의 정확한 지형 데이터를 얻기 위해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를 주로 사용하게 되며 

매우 높은 해상도의 3D 지도를 생성하게 되며, 10~100Mbps

의 데이터 전송량을 필요로 한다[2]. 실제 구글의 자율주행 차

량의 경우 1시간의 자율주행동안 약 1Terabyte의 LIDAR 센서 

데이터 및 지도 데이터가 발생하고 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약 

750Mbps가 필요하다[1]. 기존 V2X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준인 IEEE 802.11.p WAVE표준의 경우 데이터 전

송속도가 이론적으로 최대 27Mbps정도 이며, 실제 전송 실험

의 측정치로는 약 6Mbps로 위의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 어

렵다는 한계점이 있다[3][4]. 

2.  mmWave 대역 채널 특성 및 mmWave V2V, V2I 

채널 연구 동향 

mmWave 대역은 일반적으로 30~300GHz (파장 길이: 

10~1mm)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5G 통신시스템의 경우 

28GHz와 38GHz 대역을 사용하며, 차량용 mmWave RADAR

의 경우 short range RADAR (SRR)이 24GHz대역을 long 

range RADAR (LRR)이 76, 79GHz대역을 사용한다. 기존 

V2V, V2I 통신을 위한 표준인 DSRC나 WAVE의 경우 5.9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mmWave 대역의 경우 5.9GHz 대역

에 비해 채널 측정이나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이와 같이 mmWave 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표준이 현재 준비 중이며, mmWave 대역의 기본적인 채널 특

성과 V2V, V2I 환경에서의 실제 측정치와 채널 모델에 대해 다

그림 1. 그림 . mmWave 기반 V2V 통신을 통한 서비스의 예: 사각지대 영상 전송 및 대용량 센싱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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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최근의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 [1]을 참고하여 작성

하였다. 

높은 경로 손실 (path loss): 아래와 같이 Friis free space 수

식에 따라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장  가 작아지게 되고, 경로 

손실이 커지게 된다. 

         

                                                  (1)

여기서 은 송신, 수신 파워이며, 은 송신, 수신 

안테나 이득,  은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이다. 따라서 mmWave

에서는 높은 경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안테나 수가 매우 많은 

massive array를 구성하거나, 안테나 이득이 매우 높은 안테나 

구조를 사용하여 지향성 빔 (directional beam)을 사용하게 된

다. 반면 파장이 작아질수록 동일 안테나 이득을 얻기 위한 유

효안테나 반경은 줄어들게 되어 안테나 구조를 작게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안테나를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

제 차량에 구현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낮은 투과율과 blockage: mmWave의 경우 파장이 짧기 때

문에 회절율(diffraction)이 낮아지며, 따라서 장애물을 투과

하기 어렵게 된다. 논문 [5]에 따르면 28GHz 대역의 경우 도

심지역에서 벽돌에 의해 28.3dB 정도의 감쇄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V2V 통신의 경우 차량의 안테나 위치와 다른 차량

에 의해 지향성 빔이 원하는 수신단으로 가지 못하는 blockage

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움직이는 차량에 맞

추어 낮은 지연시간 (latency)로 효율적이면서 정확한 빔 정렬 

(alignment)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다음 세부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다중 경로에 의한 delay spread와 이동에 따른 Doppler 

effect: mmWave의 경우 빔폭이 매우 좁고 안테나 이득이 높

은 지향성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방위(omni-directional)로 

퍼지는 경우보다 반사파가 적게 발생하게 된다[6]. 따라서 저주

파수 대역보다 다중경로에 의한 delay spread가 적게 발생하

게 되며, 주로 LoS 경로 및 적은 수의 반사파를 통해 통신이 이

루어지게 된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mmWave 대역에서 

LoS를  포함한 주요 경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blockage가 발

생하게 되며 V2V, V2I 통신에서 높은 전송용량 및 신뢰성을 보

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송신단과 수신단의 상대속도에 의해 전파되는 신호의 

주파수가 변하는 Doppler effect의 경우 mmWave 대역의 경

우 좁은 빔폭의 지향성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게 

된다[7][8].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larke-Jakes model의 경

우 omni-directional 빔에 대해서 수신단에서 신호가 원형으

로 둘러싸인 scatter에 의해 균일하게 전방향에 서 들어오는 상

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

여 Doppler spread가 동일하게 비례한다. 반면 mmWave 대

역의 경우 지향성 빔포밍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Clarke-

Jakes model과 같이 전방향의 scatter에 의해 균일하게 전방향

에서 신호가 반사되어 들어오지 않으며, 빔폭에 따라 Doppler 

spread가 변화하게 된다[8].

mmWave 대역 V2V 채널 연구 동향: mmWave 대역의 V2V 

채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접파와 반사파로 이루어진 two-

ray 채널 모델과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도로의 기

복 (undulation)이나 굴곡 (curvature), 다른 차량에 의한 

blockage를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논문 [9]의 경우 60GHz 대역에서 10dBm 송신파워로 실제 

고속도로와 test field에서 측정을 수행하였고, two-ray 채널 

모델과 부합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도로의 기복이나 

굴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매우 많은 경우 blockage에 

의한 감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논문 [10]

에서는 77GHz 대역에서 도로의 기복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

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수신 파워의 변화량이 Gaussian 분

포로 근사할 수 있음을 측정치를 통해 보였다. 논문 [11]에서

는 도로의 굴곡에 따른 입사각과 반사파를 고려하여 60Ghz 대

역에서의 채널 모델링 및 측정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논문 [12]

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 모형에 대한 mmWave 대역의 회절과 

blockage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1~3대까지의 차량이 송수신 

차량 사이에 장애물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실제 측정치와 모

델링한 값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식 (2)와 같

이 blockage를 고려한 경로감쇄 수식을 정의하였다. 

          

                                (2)

여기서 은 경로감쇄율(dB)이며, 는 송수신거리, 와 는 

blockage에 따른 경로감쇄 계수와 측정과 모델링을 통해 결정

되는 blockage로 작용하는 차량에 따른 계수이다. 

mmWave 대역 V2I 채널 연구 동향: mmWave 대역의 V2I 

채널의 실측 및 채널 모델링 관련 연구는 V2V에 비해 매우 적

으며 V2V와 마찬가지로 다른 차량에 의한 blockage에 대한 영

향과 V2I간의 채널 모델링 및 실측값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

구가 진행되었다. 

논문 [13]에서는 71~76GHz 대역과 81~86GHz 대역에 대해

서 실제 도심환경에서 도로의 통신을 위한 기반시설 (road side 

unit, RSU)과 차량사이의 채널을 측정하였으며, 다른 차량에 

의해 blockage가 발생하였을 때 감쇄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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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논문 [14]에서는 60GHz 대역에 대해 마찬가지로 도

심상황에서 50m간격으로 배치된 도로의 기반시설과 차량과의 

V2I 채널을 실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multi-ray 채널로 모델

링하는 것이 적합함을 보였다. 

현재 진행된 mmWave 대역 V2V, V2I 채널 연구의 경우, 기

존의 DSRC와 같은 5.9GHz 대역에 대한 연구 [4][15]보다 매

우 적은 수의 연구만이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진행된 연구의 경우 차

량의 속도에 의한 Doppler spread를 와 이에 따른 mmWave 

채널 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측된 환경이 고속도

로, 도심 지역에서 진행되어 한정된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따

라서 V2V, V2I 통신의 경우 차량의 속도와 주변 환경이 채널

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변수 (차량의 속도, 

밀도, 분포, 도로의 굴곡이나 상태 등)에 따른 delay spread와 

Doppler spread 특성의 변화에 대해 실측자료를 통해 정확한 

mmWave 채널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링 수행이 

필수적이다. 

3. mmWave 기반 V2I, V2V 통신 연구 동향 

mmWave 기반 V2I 통신 시스템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던 채

널 특성에 의해 기존 V2I 통신 표준에서 다루지 않았던 빔 정

렬, 다른 차량에 의한 blockage 등 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효율적인 빔 정렬 기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mWave 채

널의 높은 경로 감쇄율과 낮은 투과율로 인해 빔폭이 좁은 지

향성 빔을 사용하게 된다. mmWave 통신에서는 송수신단 모

두 빔폭이 좁은 지향성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환경에 따

라 가장 높은 수신감도를 갖도록 빔을 정렬하는 과정이 필수

적이다[16]. 하지만  mmWave 통신의 대표적인 표준인 IEEE 

802.11ad의 경우 빔 정렬 기법의 경우 정렬하는 과정에서 걸

리는 지연시간과 오버헤드로 인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

에 빔을 정렬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802.11ad

의 빔 정렬 기법은 <그림 3>과 같이 섹터 단위로 가장 높은 수

신 signal -to-noise ratio (SNR)을 갖는 섹터를 찾는 sector 

level sweep (SLS) 단계와 더 좁은 빔폭을 갖는 빔 페어를 찾는 

beam refinement phase (BRP) 단계를 거치게 된다[16]. 두 단

계의 빔 정렬에 걸리는 시간은 이동성이 없는 내부 환경에서 대

략 100ms 정도이다[17]. 하지만 이동성이 있는 차량의 경우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채널변화가 커지게 되며 coherent 시간이 

감소하고 빔 반경(beam coverage)에 따라 빈번하게 빔 정렬과 

스위칭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빔 정렬 기법의 경우 <그림 3>의 

SLS 단계에서 보는 것과 같이 quasi –omnidirectional 빔을 

이용하기 때문에 Doppler spread에 취약하다.  따라서 V2X 통

신을 위해서는 차량의 속도와 위치에 따라 낮은 지연시간과 높

은 연결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빔 정렬 기법에 대

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된 mmWave 기반 V2I, V2V

의 빔 정렬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논문 [9]-[12]에서 고려한 채널 모델의 개념도

(a)	two-ray채널	모델	[9] (b)	도로의	기복	[10] (c)	도로의	굴곡	[11] (d)	차량에	의한	blockage	[12]

그림 3. IEEE 802.11ad의 빔 정렬 단계: SLS와 BRP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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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8]은 V2I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이 

DSRC를 통해 첫번째 빔 반경에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차량

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RSU로 전송하고 이를 기반으로 RSU에

서 linear prediction 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빔을 스위칭한

다. 이를 통해 기존의 빔 정렬 기법 보다 적은 오버헤드와 지연

시간으로 차량에 맞추어 빔 정렬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서 위치를 추정할 때 Gaussian 추정 오류값을 고려하여, 추정 

오류값과 빔폭에 따른 평균 전송 용량와 outage를 정의하였고, 

rate를 최대로 하기 위한 빔폭에 대한 최적화 문제에 대해 near 

optimal solution을 제시하였다.  

논문 [17]도 마찬가지로 V2I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DSRC를 

통해 차량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RSU로 전달하고 RSU에서 차

량의 위치를 추정하여 빔을 스위칭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논문 [18]의 경우 단일 차선에 대해 차량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면, 논문 [17]의 경우 여러 차선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고려

하여 수직, 수평 방향의 차량이 동과 GPS의 위치 오차를 가정

하였다. 이러한 오차와 빔폭을 고려하여 평균 전송 용량을 정의

하고 이를 최대로 하기 위한 빔폭을 디자인하였다.

논문 [19]은 V2I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으며, RSU에 다

른 mmWave 대역을 사용하는 RADAR가 있는 상황을 가정

하였다. RADAR를 통해 차량으로부터 RSU로 오는 신호의 

covariance 값에 대한 compressive sensing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추정한다. RSU는 RADAR의 위치 추정 값

을 토대로 디지털 빔포밍과 아날로그 빔포밍을 같이 사용하는 

mmWave hybrid precoding을 고려하여 V2I 통신을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논문 [20]은 2개 차선에 차량이 이동중인 V2V 시나리오를 고

려하고 있으며, matching theory를 이용하여 송신, 수신 차량

의 짝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queue와 

latency를 고려하여 utility function을 세우고, 다른 차량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Swarm intelligence를 통한 heuristic한 방법

으로 빔폭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차량에 의한 blockage에 따른 빔 정렬 기법: 앞서 살

펴본 mmWave 대역의 V2I 통신을 위한 논문 [18]의 경우 

blockage를 발생시키는 차량의 높이와 도로폭, 차량의 위치 등

을 통해 다른 차량에 대한 blockage를 방지하기 위한 RSU의 

높이에 대해 수학적으로 접근하였다. 하지만 논문 [18]의 계산

의 경우 단일 차선의 간단한 경우만을 고려하였으며, 다양한 차

량의 분포 및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았다. 차량 간의 

V2V 통신에 대한 논문 [20]도 마찬가지로 논문 [12]의 차량에 

의한 blockage 모델링을 통해 blockage에 의한 신호 감쇄만을 

고려하였다. 

현재 V2V의 경우 임의의 차량에 대한 모형을 통해 blockage

에 대한 모델링은 수행 되었으나, V2I의 경우 실제 측정이나 모

델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실제 차량 분포 및 

차량의 사양에 따른 blockage에 대한 실측과 이에 대한 분석, 

모델링이 필수적이다. 또한 mmWave 통신의 경우 LoS 경로

를 포함한 매우 적은 수의 경로를 통해 통신이 수행되며 이러한 

경로에 blockage가 발생할 경우 수신감도가 매우 낮아지게 된

다. 따라서 실제 차고가 높은 트럭 등에 의해 임의의 순간 동안 

blockage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이를 미리 방지하거나 이를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빔 정렬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차량의 이동성 모델링 및 분포: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의 경우 

free flow condition, 즉 고속도로와 같이 차량이 거의 동일한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실제 교통상황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속도가 주변의 차량들에 따라 변화하게 되

며 여러 환경에 따라 속도와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고

속도로 및 도심지역, 시외 지역 등 다양한 교통환경과 차량 분

포에 따른 차량의 이동성에 대한 모델링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차량의 속도와 분포에 따른 능동적인 RSU의 빔 

정렬 기법 및 빔 폭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다수의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multiplexing 기법:  V2I에 대그림 4. mmWave 기반 V2I 통신의 기존 연구  [18][19]에 대한 개략도

(a)	논문[18]의	빔	스위칭을	통한	빔	정렬	기법

(b)	논문[19]의	mmWave	RADAR를	이용한	빔	정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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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 연구의 경우 하나의 RSU에 대해 단일 차량을 지원하

는 가장 간단한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RSU의 안

테나 구조는 mmWave 기반의 매우 많은 안테나를 사용하는 

massive multi-input and multi-output (MIMO) 기술을 고

려할 경우 동시에 다중 사용자를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RSU

가 동시에 다수의 차량을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한 빔 정렬 기법 및 채널 추정,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

기 위한 위치 추정 기법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량 속도에 따른 빈번한 핸드오버 (handover): 기존 V2I 관

련 논문의 경우 단일 RSU와 차량 간의 통신만을 고려하였으며, 

따른 단일 RSU의 빔들 사이의 핸드오버 혹은 RSU 간의 빈번

한 핸드오버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동일한 빔반경에 대해 더 빈번하게 핸드오버가 발

생하게 되며, 핸드오버에 따른 오버헤드와 성능에 대한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V2V 시나리오의 경우에

도 차량의 이동 및 속도의 변화에 따라 송신과 수신 차량의 짝

을 능동적으로 변경하고 통신 링크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mmWave RADAR 시스템을 이용한 V2I, V2V 통신 시스템: 

장애물 인지 및 차간거리 측정 등을 목적으로 이미 인지 거리에 

따라 24GHz와 76,79GHz대역에서 차량용 mmWave RADAR

에 대한 다양한 구현과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21][22]. 논문 

[22]에서는 RADAR와 통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통신 시스

템에 대한 구조와 waveform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였으나 

mmWave 대역의 빔 정렬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

았다. 논문 [19]과 같이 RADAR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빔 정렬

에 따른 오버헤드와 지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며, 거리측정과 정보전송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간섭 및 효율적인 waveform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간의 통합: 논문 [17][18]과 같이 향후 

실제 교통 시스템에 구현될 경우 차량의 서비스 종류와 요구하

는 사양에 따라 mmWave 통신과 기존의 DSRC 및 4G cellular 

통신 등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동시에 같이 사용될 것으로 예

상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메시지의 길이가 짧거나, 매우 짧

은 지연시간을 요구하는 경보와 같은 경우 mmWave보다는 기

존의 DSRC로 구현하는 것이 용이하며, 대용량 센싱 정보, 멀티

미디어의 경우 mmWave 통신으로 구현하는 것이 용이하다. 실

제 서비스의 요구사항과 차량의 운행 시나리오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Ⅲ. 결 론

mmWave 기반 V2V, V2I 통신 시스템은 향후 대용량 멀티

미디어 전송 및 센서 데이터 공유 등 높은 전송용량과 신뢰성

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커

넥티드 카의 구현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mmWave 기반의 V2V, V2I 통신 시스템에 주목하

여 해당 시스템의 필요성과 mmWave 채널 특성과 그에 따른 

V2V, V2I 채널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한 mmWave 기반 V2V, V2I 통신에 대한 기

존 연구와 연구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의 경우 현재 

지향성 빔에 따른 빔 정렬 과정의 지연시간과 오버헤드를 줄이

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 되었으며, 기

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과 새로운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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