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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산업과 ICT 기술의 융합 분야는 크게 상용서비스 분야와 Cooperative–ITS (C-ITS) 서비스 분야로 나뉠 수 

있다. C-ITS 서비스 분야는 더 안전한 운송,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및 더 예측가능하고 생산적인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서 V2X 통신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커넥

티드 카의 융합을 위해서는 높은 데이터 전송율과 낮은 전송 지연, 그리고, 낮은 전송 오류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의 WAVE와 C-V2X (LTE-V2X, 5G-V2X) 성능 비교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통신 기술별 응용서비스들이 연

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하이브리드 V2X 통신시스템의 응용서비스 성능평가 방법에 대해 설계하였고, 패킷에러율

(PER) 성능의 감소는 차량속도가 아닌 통신 거리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 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convergence of the automotive industry and the ICT technology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e commercial 
service sector and the Cooperative-ITS (C-ITS) service sector. The C-ITS service sector is using V2X communication 
technology as a field that aims to provide safer transportation, more green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and more 
predictable and productive mobility. The recent convergence of self-driving cars and connected cars requires high data 
rates, low transmission delays, and low transmission error rates. Interest in com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WAVE 
and C-V2X (LTE-V2X, 5G-V2X) has been amplified and application services by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being 
studied. In this paper, we design the application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of Hybrid V2X communication system 
and confirm that the decrease of packet error rate (PER) performance is caused by the increase of communication 
distance, not the vehicl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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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언급되면서, 인공

지능, AR/VR, 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

과 서비스들의 출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C-ITS 분야도 새로운 기술들과 융합이 되고 있다. 
C-ITS의 종래 주요 서비스는 도로·교통안전과 자율주

행 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 5G의 적용을 

통한 정밀 맵, 차량 인포테인먼트 등을 지원하는 진보된 

서비스들이 제시되고 있다. C-ITS의 핵심적 중추 기능

인 차량, 도로 장비, 보행자 및 교통 정보 센터 간 정보 

교환 및 공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무선 통신 기술을 

V2X(Vehicle-to-Everything)이라 하며 이에 대한 글로

벌 무선 통신 규격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1-3].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기존에는 ITS나 차량들과의 연관성이 

적은 업종에서도 ITS 관련 사업에 진출을 하는 기업들

이 늘어나고 있다[4]. 세계 최대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

인 퀄컴 및 LG전자에서는 이동통신 기반의 V2X 등 차

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커넥티

드카의 핵심은 이동통신기술이며, 4G(LTE-A)와 5G 통
신 기술 및 서비스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동차 등의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로 변 시설물들과의 실시간 

통신을 통하여 교통정보를 제공받으면 훨씬 더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

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지속적으로 상호 통신하면서 교통상황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V2X 통
신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자동차끼리 직접 또는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와 전방 교통정보, 차량 접근, 추
돌 가능성 등의 정보를 주고받고 사고가 예측될 시 자동

차를 제어한다는 점에서 사고를 예방하거나 연속 사고 

발생을 막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V2X 통신 기술

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이를 통해 

자동차는 단순한 개인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

프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V2X 통신으로 WAVE, LTE 및 5G 통신이 거론되고 

있는데, WAVE 통신기술은 실시간성, 신뢰성 및 보안

성이 높고 실시간 V2V 통신이 가능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데이터 전송에 유리하며, LTE 및 5G 등 상용 

이동통신은 넓은 통신 거리, 빠른 전송속도의 장점으로 

넓은 범위에서의 미디어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다. 미국, 
유럽 및 국내에서는 상시연결성 제공을 위해 WAVE 통
신과 이동통신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V2X 통신 시스템

을 개발하여 각 통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

로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담당했던 인지/판단/제어 절

차를 차량 센서를 통해 스스로 수행한다. 카메라, 라이

다, 초음파, 측위센서로 주행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하며, 각종 인식기술 및 지도정보 등을 종합하여 경로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조향, 가감속을 제어하여 자율주

행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수준인 LTE 수준에서는 승차 

공유, 차량 공유, 택시 예약, 카풀 서비스 등의 이동성 서

비스와 주문형, 주차, 정비, 세차, 주유 서비스 등이 제공

되고 있지만, 향후 주문형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자율

주행 물류 배송 서비스, 자율주행 차량 관리 서비스, 자
율주행 콘텐츠 서비스 등의 차세대 서비스로의 진화를 

위해서는 5G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인텔 보고서는 2050
년 관련 시장 규모를 3조 7천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5-6].
본 논문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연구로 하

이브리드 V2X 통신시스템의 개발 동향에 대해 기술한

다. 또한 최근의 WAVE와 C-V2X (LTE-V2X, 5G-V2X) 
통신 기술별 응용서비스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하이브리드 V2X 통신시스템의 응용

서비스 성능평가 방법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4장
에서는 결론에 대해 기술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미 및 

향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다.

Ⅱ. 본  론

2.1. 하이브리드 V2X 통신시스템 개발동향

WAVE(Wireless Access Vehicular Environment)는 

차량 간 통신을 위한 표준이며 현재 WAVE는 미국의 국

가 ITS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정부, 자동

차 제작 회사 및 서비스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LTE-V2X는 3GPP Rel.14에 반영된 기술로 D2D에서 

단말간의 인터페이스로 정의하였던 PC5와 기지국과 단

말간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서비스를 지원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LTE 망을 이용하여 대용량 

교통정보 기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제성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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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LTE 기반 V2X 
통신은 3GPP Rel.12와 Rel.13 규격에서 Prose로 불리는 

D2D 통신에 기반을 두며, 3GPP Rel.14 규격에서 표준

화가 진행되었고, 상대 속도 500km/h의 높은 도플러

(High Doppler)까지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서브프레임 

안에 DMRS(Demodulation Reference Signal) 신호의 밀

도를 2배로 증가시키다. 3GPP Rel.14에서 V2X 동작을 

위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성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V2V, V2P 및 V2I/N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들을 연구하

였고 총 27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Use Case가 도출되었

으며, 도출된 서비스는 대부분이 충돌경고, 고장차량 경

고, 차량정체 경고, 사각지역 보행자 경고 등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관련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차
량 유지관리 및 차량 보수에 대한 필요 등을 알려주는 

편의 기능도 포함된다.
3GPP는 LTE-V2X의 성능 개선을 통해 차량 군집

(Vehicles Platooning), 확장된 센서(Extended Sensors), 
진보된 드라이빙(Advanced Driving), 원격주행(Remote 
Driving) 등 다양한 Use Case를 정립하였다[7-10]. 3GPP 
Rel.15에서는 Rel.14 LTE-V2X의 기틀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CA(Carrier Aggregation), 송신 

다이버시티(Transmit Diversity) 등을 지원하여 수율

(throughput)을 높이고, 통신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

표로 표준을 진행하였다[11-12]. 추가적으로 3GPP 
NR(New Radio) 등의 5G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eV2X
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정립된 다양한 Use Case를 제

공할 수 있다.
유럽의 ITS 단체인 ERTICO에서 C-ITS 서비스를 위

한 기술 가이드에서 WAVE 통신 단독 구축보다는 셀룰

라 이동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경제성,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이브리드 V2X 통신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CVRIA(Connected Vehicle 
Reference Implementation Architecture) 등 여러 프로젝

트를 토대로 정부에서 의회로 지난 2015년 7월에 Report 
to Congress를 제출하였는데, 안전관련 서비스의 제공

을 위해 현재 적용 가능한 WAVE(5.9GHz DSRC) 통신 

기술을 활용하되, 짧은 지연시간과 빠른 접속이 필요하

지 않은 소통 정보 제공, 길 찾기 서비스 등의 편의 관련 

서비스는 셀룰라 통신 등 다른 통신수단의 적용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5G, LTE, WAVE

Category
5G eV2X LTE 

V2X
WAVE
(DSRC)eMBB URLLC mMTC

Data 
Rate

Very 
high
(Max 

20Gbps)

Middle Low
High
(Max 

100Mbps)

Little 
high
(Max 

54Mbps)

Reliability High Very 
high High High Middle

Latency Middle
Very 
short

(<10ms)
Middle Middle

(<100ms)
Middle

(<100ms)

Density Middle Middle

Very 
high
(per 

square 
km )

Middle Bad

Mobility superprecision
(Max 500 km/h) 

High
(Max 

160km/h)

High
(Max 

200km/h)

Positioning superprecision (<0.1m) Precision
(<50m)

Precision
(<50m)

Coverage
Width

(approximate within several 
kilometers)

Very 
wide

(approxi
mate 

kilometers)

Narrow
(250m 
average 

to 350m)

V2I & 
V2N Advantageousness Advantag

eousness
inconven

ience

표 1에서 DSRC는 WiFi와 유사한 CSMA/C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 기법을 기

반으로 차량 밀도가 증가하면 급격히 성능이 열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반해 LTE-V2X 및 5G eV2X는 보다 

개선된 자원 할당 및 채널 접속 기법을 도입하고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문제에 보다 강하며, V2I와 V2N 통신은 LTE 및 

5G 기반 V2X는 기존 셀룰라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행자

가 상황 인식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위치 정밀도 30cm 근거하여 도로폭 3.5m, 일
반적인 차폭 2m, 양쪽으로 0.75m의 여유를 둔 경우, 여
유분의 1/2인 0.375m 정확도를 요구된다. 지연 10msec 
근거는 최대 조향 횟수는 초당 10회. 10회의 오버샘플링

을 가장하면 제어 정보 갱신 주기는 10msec 요구되고, 
도심지에서의 차량 밀도는 6-12미터마다 1대의 차량이 

존재, 각 방향으로 3개 차선이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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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3GPP와 5GAA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와 혼잡 도심 도

로 교통 상황을 반영한 복수 차량 이동 환경을 모델링하

여 4G와 5G 표준화 기술 설계에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는 정상 데이터 패킷 수신율 90% 
기준유효 전송 커버리지를 IEEE802.11p 대비 LTE SL 
Tx mode 4가 최소 40% 이상 확보함을 보였다고 하지만 

성능 편차는 상기 기술 간 환경 조건에 따른 차이점이 

있으므로 주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3].

2.2. V2X 통신시스템 기반의 응용서비스

세계적으로 공공용도의 C-IT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주파수는 5.9GHz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주파수에서 

IEEE802.11p를 활용한 DSRC/ETSI ITS-G5 와 LTE 기
반의 C-V2X(Cellular V2X) 기술인 LTE-V2X 기술이 

공존하고 있다. 5.9GHz에서의 C-V2X서비스로 다양한 

통신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안전 관련 응용서비스

에서는 매우 낮은 전송지연을 지원해야 한다.
응용서비스 정의가 명확해야 통신반경, 서비스 대역폭, 

주파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단순 교통정보, 안전 정보, 
대용량 차량데이터 등 성격과 요구분석(Use Case)에 따라 

공공측면의 보편적 제공 서비스 분류가 필요하다.
표 2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요구분석(Use Case)이

며, 3GPP Rel.15 TR22.886에서는 일반주행(General), 
군집주행(Platooning), 운전자 보조주행(Advanced driving), 
원격주행(Remote driving) 등 25가지를 정의하였다. 국
내에서는 자동차 정보를 연계한 교통 서비스가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보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C-ITS에 활용하기 위한 차량 정보의 표준화는 

이미 미국(SAE)과 유럽(ETSI)에서 메시지 표준으로 마

련되어 있고 국내 표준화(ITSK)도 진행 중에 있다. 교통 

부분에서는 정밀측위가 보장되는 위치정보, 개별차량

의 상태정보, 많은 차량의 경로정보, 다양한 도로변 센

서들의 정보(돌발 상황, 국지적 기상정보, 이벤트 정보 

등) 등이 C-ITS 적용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들이다. 이러한 수많은 정보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보다 세밀한 셀단위 교통운영관리, 교통정보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Table. 2 V2X Use Case 

Use Case
Reliabili

ty
(%)

Message 
Size

(Bytes)

Latency
(ms)

Data Rate
(Mbps)

Range
(m)

Maximum 
frequency

(Hz)

Collective 
perception

set1 99 1600 100 - - 40

set2 99.999(e)
99.99(o) 1600 3

Preprocessed 
data: 

50Mbps, 
raw data: 

1Gbps

- 100

Video data 
sharing

set1 90 - 50 10
(720p & 30fps) 100 -

set2 99.99 - 10
100~700(1280 

x720p and 
30fps)

500 -

Intersection 
safety 

information 
provisioning

-
450

(RSU: 50 
packet/s)

- 0.5((DL)
50(UL) - -

Cooperative 
lane 

change(CLC)

set1 90 300~400 25 - -
-

set2 99.99 12k 10 - -

Emergency 
trajectory 

alignment(EtrA)
99.999 - 3 30 500 -

Vehicle 
platooning

set1 90 300~400 25 - -
-

set2 - 50~1200 10 - -
Sensor and state 

map sharing 90 - 10 25 - -

Remote driving
(up to 250km/h) 99.999 - 5 1(DL), 

20(UL) - -

Automotive 
cooperative 
driving for 

short 
distance 
grouping

set1 90 300~400 25 - -

-

set2 99.99 1200every 
25ms 10 - 80

Cooperative 
collision 

Avoidance(CoCA)
99.99 2k 10 10 - -

Information 
sharing for limited 
automated driving

- - 100
UE-UE : 0.55
UE–RSU : 

0.5

278(u)
556(s)
694(a)

10

Information 
sharing for full 

automated driving
- - 100

UE-UE : 53
UE–RSU : 

50

139(u)
278(s)
347(a)

-

Information 
sharing for limited 

automated 
platooning

- - 20
UE-UE : 2.75
UE–RSU : 

2.5

278(u)
556(s)
694(a)

50

Information 
sharing for full 

automated 
platooning

- - 20
UE-UE : 65
UE–RSU : 

50

139(u)
278(s)
347(a)

- 

(e) : emergency, (o) : otherwise
(u) : urban, (s) : sub-urban, (a) : Autob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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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차량 또는 소수의 차량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인 경우 4G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다수의 

기능 구현 가능하지만 WAVE 기술은 상대적으로 짧은 

전송 거리 및 낮은 전송 속도로 인해 제한적인 자율 주

행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다. 주변차량의 이동 정보 및 

교통 인프라의 신호정보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V2X 
통신 기술은 교통량에 상관없이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그림 1에서는 도심 주행 환경은 교통량이 시간

대 별로 급격히 변화하며, 이에 따라 공유되는 정보의 

양도 크게 변하므로 교통량 변화에 강건한 성능 보장을 

위해선 지연시간, 안정성, 통신범위, 정보량 등이 크게 

향상된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Fig. 1 Positioning by communication technology by 
self-driving function/service(Sources: Huawei)

Ⅲ. 하이브리드 V2X 통신시스템의 응용서비스 
분석 및 평가방법

3GPP에서 진행하고 있는 C-V2X (Cellular V2X)에
서는 다양한 요구분석(Use Case) 중에서 차량 간 정보 

공유를 100ms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5G기반 자율자동

차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5G 핵심성과지료(KPI: Key 
Performance Index)로 제시하였다. 표 3에서는 지연시

간이 100ms로 요구하는 근거는 보험사에서 자율주행자

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고 당시 상황을 100% 재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
고 발생 시의 주변 차량의 속도/거리/차량 자체의 ECU 
정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Table. 3 Requirements for sharing information in Rel.15

Use Case Latency 
(ms)

Data Rate 
(Mbps) Range (m)

Information 
sharing for full 

automated 
driving

100 UE-UE : 53
UE–RSU : 50

139(u)
278(s)
347(a)

(e) : emergency, (o) : otherwise
(u) : urban, (s) : sub-urban, (a) : Autobahn

C-ITS에서는 5.9GHz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주파수

에서 IEEE802.11p를 활용한 DSRC/ETSI ITS-G5와 

LTE 기반의 C-V2X(Cellular V2X) 기술인 LTE-V2X 기
술이 경쟁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사용 가능한 통신 기술인 IEEE802.11p 
/ ETSI ITS-G5와 3G 및 4G 셀룰러 표준을 사용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Hybrid V2X Communication System-Based C-ITS 
(Sources: C-ROADS)

ITS 용도 지정 대역 (예, 5.9 GHz)은 공공 안전 서비

스를 위한 위치기반 차량데이터 수집 정보교환을 하게 

되며 V2X 기반 교통안전 서비스의 정확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14]. 
따라서 도로의 소통정보, 위험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차량단말기(OBU 
: On Board Unit)로부터 위치기반 차량데이터인 차량의 

상태정보와 위치정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

고 ITS 센터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V2X
기반 응용서비스의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

항목으로는 신뢰성(Reliability)과 보전성(Retainability)
이 요구된다.

신뢰성(Reliability)은 특정 지연 내에서 설정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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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전송 성공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무선 프로토콜 

계층 2/3 SDU(Service Data Unit) 진입 점에서 무선 프

로토콜 계층 2/3 SDU(Service Data Unit) 입구 점으로 

특정 데이터 패킷을 특정 채널 품질에서 전달하는 데 걸

리는 시간 측정이 중요하다. 또한 보전성(Retainability)
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연결된 상태에서 원하는 지속 기

간 동안 단말기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성

능을 평가로 CDR(Call Drop Rate), 통화 설정 완료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V2X기반 응용서비스가 실제 도로상에서 정

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검증을 위해서는 차량

과 인프라 간 및 차량 간 통신성능 분석이 필요하다. 차
량 주행 중에 고속의 단문메시지 교환을 수행하므로 통

신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높은 데이터 전송율, 낮은 전송 

지연, 낮은 전송 오류율을 지원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WAVE와 LTE-V2X 통신을 통하여 도로 주행시 차

량 속도가 높아지면 차간 거리가 길어져서 통신거리에 

따른 패킷에러율(PER, Pack Error Rate)을 분석하였다.
최대통신범위는 통신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지만 

전방최대통신거리와 후방최대통신거리는 시험구간 내

에서 수신된 메시지들의 통신거리 중 가장 긴 통신거리

로 결정된다. 따라서 각 패킷별 통신거리를 구하기 위해

서, 각 개별 수신로그라인에 저장된 송신좌표와 수신좌

표의 차이를 계산하며, 도초 단위의 경도/위도 값을 다

음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결과는 미터 단위의 거리 

값이다. 각 패킷 별로 통신거리를 분석한 후, 시험구간 

내에서 수신된 패킷들에 대한 통신거리 계산 결과 중 가

장 긴 통신거리를 최대통신거리로 선정한다.

     ≤≤ (1)

수식 1의 MaxDisti는 장치 i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들 

중 가장 긴 통신거리이며, Di(Msgk)는 장치 i로부터 수신

된 k번째 메시지의 통신거리이고 RxMsgNumi은 장치 i로
부터 수신된 메시지 수이다.

평균 PER은 시험구간 내에서 수신된 메시지들 중 유

효통신거리 내에서 수신된 메시지들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2)

수식 2의 AvgPERi(Rv)는 전체 유효통신구간(Rv) 내에

서 장치 i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들에 대한 평균 PER이고, 
RxMsgNumi(Rv)는 Rv 내에서 장치 i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들의 수, ExMsgNumi(Rv)은 Rv 내에서 장치 i가 송신한 메

시지들의 수이다. 

Fig. 3 Performance Test Structure of Hybrid V2X 
Communication Systems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메시지와 대용량 정보를 동시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WAVE와 LTE-V2X 통신을 통하여 각각의 데이터를 전

송하고 하이브리드 V2X 단말기에서 통합하여 수신되

는 데이터량을 측정하였다. 시험에서는 한 개의 WAVE 
기지국과 LTE 기지국이 사용되며, 기지국 전후 500m 
구간을 시속 80km/h로 왕복 주행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평균하여 처리량(Throughput)을 측정한다. 또한 차량은 

동시에 LTE-V2X 기지국을 통해 LTE-V2X 서버의 트

래픽 측정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수신하며 처리량

(Throughput)을 측정하면 된다. 
그림3에서는 하이브리드 V2X 통신 시스템 성능 측

정 및 확인을 위해 시험 시나리오와 같이 센터, 기지국

(WAVE, LTE), 하이브리드 통신 단말기를 배치하고, 송
신 모드를 18Mbps로 설정하여 기지국 전후를 왕복 주

행하면서 시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결과는 누

적 수신량(Mbits)와 누적 평균 전송량(Mbit/sec)로 계산

한다. 그림 4은 하이브리드 통신 단말에서는 수신된 패

킷으로부터 측정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Test result log of Hybrid V2X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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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X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량과 통신형태에 따라 

필요한 전송용량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패킷에러율를 

분석하였고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은 급격

히 감소하며, 통신속도가 증가할수록 동일 크기의 데이

터를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으므로, 충돌 확률

이 감소하여 패킷에러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Ⅳ. 결  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

를 전송하기 위한 상시연결성, 신뢰성 등의 확보를 위해 

WAVE 통신, 4G 및 5G 통신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의 융합

이 필요한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

며, 미국, 유럽 및 한 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하이브리드 

V2X 통신 개발 및 서비스 시행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V2X 통신 기반 차량 시스템은 기존 

차량시스템과는 달리 개발 및 평가에 실제 도로 주행 환

경과 통신환경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차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어렵다. 그러나 V2X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위한 차량 

정보 전송 데이터 등에 대한 고신뢰도 통신 성능 시험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응용서비스 기능 평

가 시나리오들을 도출하여 성능분석 및 검증으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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