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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ANET 환경에서 차량의 안전을 위한 긴급 메시지 전달 기법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차량
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급메시지가 신속하게 주변 전파되어야 한다. 많은 노드들에게 빠

른 시간에 전파하기 위해 이용되는 Flooding 방식은 빈번한 브로드캐스트로 인하여 네트워크 전체의

트래픽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의 전송 지연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

해 Selective Flooding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메시지의 중복으로 인한 Flooding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기존의 Selective Flooding 방식에서의 overhead를 줄여 빠른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VANET(Vehicular Ad-hoc Network)은

MANET(Mobile Ad-hoc Network)의 한 형태로

MANET에 비해 높은 이동성과 노드 간 상대속도로

인해 빈번한 토폴로지 변화와 노드의 밀도에 따른

네트워크 단절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1]. 이러한

VANET은 크게 V2V와 V2I의 연구로 나뉜다.

최근 V2V 통신을 이용하여 위급 상황을 전파함으

로써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2].

위급 상황 전파는 신속하게 많은 노드들에게 전파

가 되어야 하므로 Flooding 방식이 통신 기법이 사

용된다. 하지만 Flooding 방식의 전파는 모든 노드

들이 긴급메시지를 받은 후 rebroadcast를 하기에

과도한 메시지 전송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네트

워크 전체에 트래픽이 증가함으로써 지연상황이 발

생하는 브로드캐스트 폭풍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3].

Flooding에서의 broadcast storm problem을 해결하

기 위하여 Selective Flooding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왔다. 이는 기존의 Flooding에서 메시지를 받은

모든 노드들이 rebroadcasting을 하는 방법을 수정

한 방법이다. rebroadcasting을 할 노드를 조건에 의

해 결정을 하고 그 노드만이 rebroadcasting을 함으

로써 네트워크 전체의 중복 메시지로 인한 트래픽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Selective Flooding은 rebroadcast

노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노드에게 전송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여러 노드가 긴급 상황

을 인지 후 긴급 메시지를 Flooding을 하여 중복 메

시지가 전파됨으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가 여

전히 존재한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elective Flooding의 기법에

클러스터링 기법이 접목시켜 모든 노드에게 효율적

으로 긴급 메시지를 전파하며 전체적인 네트워크 트

래픽을 감소시키는 CBSF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

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고 있는 CBSF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 4장

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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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Clustering
VANET에서의 Clustering에 관한 연구는 MANET

에서의 Clustering 연구를 VANET의 특징에 맞게

개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Clustering에서

헤더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 알고리즘이

있으며, 이는 노드 식별자 기반, 노드 연결성 기반,

노드 가중치 기반이다[5].

노드 식별자 기반의 클러스터 헤더 선택의 대표적

인 Lowest-ID 방법은 모든 노드가 주기적으로 자신

의 ID를 브로드캐스트하고 그 중 가장 낮은 ID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헤더가 되는 방식이다.

노드 연결성 기반의 클러스터 헤더 선택은 이웃노

드의 수를 확인하여 브로드캐스팅 후 가장 많은 이

웃을 가진 노드가 클러스터 헤드가 되는 방식이다.

노드 가중치 기반의 클러스터 헤더 선택의 DCA

방법은 노드의 ID 대신 가중치를 부여 받아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노드가 클러스터 헤드가 되

는 방식이다.

3. Clustering Based Selective Flooding

본 장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긴급메시지를 전파

가능한 CBSF(Clustering Based Selective Flooding)

에 대해 설명한다. 3.1절에서는 클러스터링 내 긴급

메시지의 패킷에 대해 설명한다. 3.2절에서는 CBSF

의 동작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3.1. CBSF의 데이터 구조
CBSF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구조는 다음 그림1

과 같다.

[그림 1] CBSF의 패킷 구조

시작지 주소에는 패킷을 보내는 노드의 주소가 들

어간다. 도착지 주소에는 패킷을 받을 노드의 주소

가 들어간다. 긴급 상황을 감지한 멤버가 헤더에 긴

급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시작지 주소에 긴급

상황을 감지한 멤버의 주소가 들어가며 도착지 주소

에는 클러스터 헤더의 주소가 들어가게 된다.

Clustering ID는 각 노드들이 속한 클러스터의 ID

를 넣는다. 다수의 클러스터에 속한 노드들은

Clustering ID를 확인함으로써 패킷이 온 클러스터

를 확인 할 수 있다.

Relay Node ID에는 중계 노드로 지정된 노드의 ID

가 입력된다. 자신의 노드 ID가 아니면 브로드캐스

팅을 하지 않고 ID가 같은 노드만이 브로드캐스트를

하여 다른 클러스터에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전체

브로드캐스팅의 수를 제한하게 된다. 이곳에는 클러

스터 헤더만이 값을 넣을 수 있으며 클러스터 멤버

에서 헤더로 보내는 패킷에는 default값을 입력한다.

3.2. CBSF의 동작방식
CBSF에서 모든 노드들은 클러스터링을 하기 전

에 비콘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 범위 내의 모든 노

드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주변 이웃 노드들의 수, 소

속된 클러스터의 수를 전송한다. 전송된 이웃 노드

들의 수를 산정하여 가장 이웃 노드의 수가 많은 노

드가 클러스터 헤더로 선정된다.

표 1은 CBSF에서의 중계노드 선택 알고리즘을 위

한 심볼들의 정의이며, 표 2는 중계노드 선택 알고

리즘이다.

심볼 정의

BMSG 비콘 메시지

xN 클러스터 헤더 x의 이웃 노드 수

xniN x의 주변 노드가 포함하고 있는 노드 수

xniBCN x의 주변노드가 소속된 클러스터 수

RCN 중계 후보노드

RN 중계 노드

[표 1] Define Symbol

1. for∀ send 
2. if  ≥ 2 then

3. if   then

4. if  ∈  then
5. ∋ 
6. elseif   then
7. break;

8. elseif  = 1 then

9.  = 
10 else  = Ø then

11. break;

12. endif

13. end for

[표 2] Relay Node Sel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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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은 클러스터 헤더가 비콘 메시지를 이용하여 클

러스터 멤버들의 위치와 이웃노드의 수를 얻는 과정

이다. 2행부터 7행까지는 클러스터 멤버의 수가 2이

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멤버의 위치와 속한 클러스

터 수를 파악하여 중계 후보 노드에 포함을 시킨다.

8행, 9행은 클러스터 멤버수가 1인 경우를 나타내며

그 멤버를 중계노드로 설정한다. 10행과 11행은 클

러스터 멤버가 없는 경우이다.

RCN에 저장된 멤버들의 이웃 노드의 수를 파악하

여 이웃 노드가 가장 많은 노드를 중계 노드로 설정

한다.

[그림 2] CBSF 동작 과정

그림 2의 상황에서 B는 앞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을 인지한 후 클러스터 헤더인 A에게 데이터를 전

송한다. 클러스터 헤더 A는 긴급메시지를 자신의 클

러스터 멤버들에게 전송을 한다. 이때 중계 노드인

C의 ID를 데이터에 넣어 보냄으로써 멤버 C가 브로

드캐스팅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중계 노드 C가 브로

드캐스트로 메시지를 전송하면 D는 자신이 속한 클

러스터 헤더 E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헤더 E는

자신의 멤버들에게 긴급메시지를 전송한다. 멤버 F

보다 멤버 G의 이웃 노드 수가 많기에 중계노드 ID

에 G의 ID를 입력하여 패킷을 전송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VANET 환경에서 클러스터를 이용

한 긴급 메시지를 최소 브로드캐스팅 하는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을 관리함으로

써 긴급 메시지를 모든 노드들에게 전송시켰다. 또

한 중계 노드를 선정하여 다음 클러스터에 전송함으

로써 최소한의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과도한 브로드

캐스트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긴급 메시지 전파를 가

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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