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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율주행 차량은 제한된 컴퓨팅 자원과 차량에 장착된 센서 

성능의 한계, 그리고 아직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한 차량용 통신 

시스템으로 인한 기술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주행 관련정보를 수신하여 

자율주행에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Cloud Connected 

Vehicle; CCV)와 그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CCV 시스템은 클라우드기반 자율주행 차량, LTE 네트워크와 

Cloud datacenter로 이루어진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이다. CCV는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를 위해 필요한 lidar, vision system과 

GPS와 같은 각종 주행 정보를 LTE 네트워크를 통해 cloud 

datacenter로 전송한다. Cloud datacenter에서는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통하여 다수의 CCV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향상된 

자율주행을 위한 vehicle control 서비스를 각 CCV에게 제공한다.  

본 논문은 CCV 시스템을 제안하고, LTE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와 실시간 차량 제어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LTE 네트워크에서 CCV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율주행 차량의 실시간 제어를 위해 보장되어야 할 

CCV 시스템의 end-to-end latency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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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해결 방안으로는 latency의 예측과 보장이 어려운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범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LTE 네트워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을 LTE 프로토콜에서 지원하기 위해 CCV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새로운 QoS 타입을 추가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따르면 LTE 네트워크 내부의 PDN-GW와 직접 연결되고 데이터 

트래픽은 별도의 QoS로 전송되기 때문에, CCV 데이터 트래픽 전송 

의 경우 지연시간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CCV 시스템 제안사항을 NS-3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CCV 데이터 트래픽 전송 상황에서 발생한 전송 지연 

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CCV 시스템에서 약 3ms의 

지연시간 감소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CCV 시스템을 따르면 CCV 데이터 

트래픽의 end-to-end latency가 감소하여 클라우드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vehicle control을 가능하도록 한다. 

 

 

 

 

주요어 : Cloud Connected Vehicle; Vehicular Network; LTE; End 

to End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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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은 차량에 연결된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각종 서비스뿐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까지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은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지원뿐 아니라, 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제어를 위해 각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센서 

스트리밍과 실시간 차량 제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차량의 연구 배경과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 지원해야 할 연구 분야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 절 연구의 배경 

 

자율주행 차량(Autonomous Vehicle; AUV)는 운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외부 환경을 탐지하고 주행경로를 생성하여, 도로 

상황과 교통 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Global 

Positioning System(GPS)나 Computer vision system과 같은 

각종 첨단 센서를 AUV에 장착하여 주행 중 지속적으로 주행중인 

주변 차량과 차선, 각종 교통 상황과 차량의 위치 및 자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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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다. 그리고 각종 교통 정보를 분석하여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생성하고, 이를 추종(Tracing)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어 하기 위한 종적 제어(Longitudinal Control)와 횡적 

제어(Lateral Control) 정보를 생성한다. 이러한 제어 정보를 

통하여 AUV은 실시간으로 차량의 가속(Acceleration)과 

감속(Brake System), 조향(Steering Wheel)을 제어하여 생성된 

경로를 추종하여 자율 주행을 수행한다. 또한 차량간(Vehicle to 

Vehicle; V2V), 차량 인프라간(Vehicle to Infrastructure; V2I) 

차량 통신을 통하여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과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 상황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통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16].  

하지만 현재 AUV는 장착된 한정된 센서 인지거리에 의한 측정 

범위의 한계와 자율주행을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의 컴퓨팅 

리소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차량용 통신 프로토콜로 개발중인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의 경우, 

상용화를 위해서는 주파수 간섭이나 빈번한 셀 이동과 같은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무선 통신을 위하여 수많은 RSU(Road Side Unit)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AUV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셀룰러 

기반의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연결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이 활발히 연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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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7].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는 네트워크 연결 기반 자율주행 

차량은 주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존 차량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차량 단독으로 주행을 제어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의 협력 주행, 클라우드에서 분석된 실시간 

정보에 의한 주행 제어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AUV나 네트워크 연결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이 내제하고 있는 

차량 단독 주행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차량(Cloud Connected Vehicle; CCV)과 

그 시스템을 제안한다. 

CCV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차량, LTE 네트워크와 

CCV datacenter로 이루어진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이다. CCV는 

각종 사용자 편의 서비스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차량이 획득한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LTE 네트워크를 통하여 CCV datacenter로 

전송한다.  CCV datacenter에서는 다른 CCV들이 보내온 정보와 

주변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전체적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각 

CCV의 주행을 제어하기 위한 실시간 vehicle control 데이터를 

생성한다.  

CCV 시스템은 기존 AUV나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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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면서, CCV datacenter에서 

실시간으로 각 CCV의 주행을 제어하기 때문에, 클라우드기반의 

협력주행, 최적화된 주행경로로 인한 echo driving, 그리고 주행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중앙의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보다 향상된 자율주행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 

클라우드가 주변 차량들의 주행을 동시에 제어하기 때문에, 주변 

차량과의 차량 거리가 감소시키면서도 주행 속도는 증가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도로의 차량 수용능력이 크게 증가된다. 

본 논문은 먼저 CCV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각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그리고 CCV 시스템에서 LTE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와 실시간 차량 

제어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LTE 

네트워크에서 CCV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알아본다. 이 중에서 실제 자율주행 차량을 실시간 제어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CCV 시스템의 end-to-end latency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NS-3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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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조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 관련 연구를 통하여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차량과 무선 네트워크의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전송기법에 관한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 및 유사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3장 시스템 모델을 통하여 CCV 시스템을 구성하는 CCV,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구조와 각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동작, 차량용 LTE 네트워크 시스템과 QoS(Quality 

of Service)메커니즘을 소개한다.  

4장 문제 정의에서는 CCV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 현재 LTE 

시스템을 비롯한 차량용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새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5장 해결방안 제안에서는 전송 지연시간 감소와 대용량 데이터 

스트리밍에 의해 발생되는 네트워크 과부하 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해결방안에 의해 수정된 LTE 

시스템과 CCV 데이터 트래픽 전송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6장 실험 및 검증에서는 제안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NS-3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검증 방법과 실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7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분야에 따른 현안에 대하여 살펴본 후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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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CCV 시스템을 이루는 네트워크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연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한다. 

 

제 1 절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 연구 

 

1.1 DSRC/WAVE 

 

DSRC(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를 

위하여 1999년 US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차량용 무선 통신 프로토콜이다. DSRC는 

이후 IEEE에 의해 IEEE 802.11p 와 IEEE 1609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WAVE(Wireless Access in the Vehicular Environment)로 

통합되었다. WAVE는 차량 안전을 위해 5.875 ~ 5.905GHz의 전용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여 사용하며, 3-27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와 100~200ms 이내의 전송 지연시간을 가진다. WAVE는 

WiFi기반 무선통신 기술로 비 라이선스 대역인 5.9GHz을 이용하여 

서비스 운용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로에 설치해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RSU(Roadside Unit)의 WAVE 서비스 

면적이 100m ~ 1,000m 정도로 차량의 고속 이동 시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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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이 변경되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WAVE는 CAM 

(Cooperative Awareness Messages)과 같은 안전과 운전 편의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다. CAM은 1~10Hz의 

주기성을 가지고 주변 차량에게 현재 자신의 차량 ID, 속도, 현재 

위치, 차량 상태 정보를 전달하며, 주변 차량들은 이를 획득하여 

차선변경, 급정거 또는 전방 사고 감지와 같은 차량의 주행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국의 Connected Vehicle연구와 유럽의 

C2X(Connected to Everything)연구를 통하여 WAVE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17]. 

하지만 국제 표준안 제정, 통신 인프라 구축, 통신 단말기 

보급과 차량 의무 장착 법제화, 보안 이슈 해결과 같이 실제 

서비스를 위해 여러 단계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WAVE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M과 같은 차량간 short 

message broadcasting이나 차량과 지능형 교통인프라간의 정보 

전달을 통한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전송이나 10ms 이내의 전송 지연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8, 19]. 

  

1.2 LTE 

 

LTE(Long Term Evolution)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 Ship Project)에서 제안한 초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이다. 

2009년 12월 북유럽의 무선통신 사업자인 TeliaSoner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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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와 스톡홀름에서 삼성 LTE modem을 이용하여 최초로 

상용화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초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이다. LTE는 무선 구간에서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과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100Mbps의 하향링크와 50Mbps의 

상향링크 최고속도를 지원하며 10ms이하의 전송지연시간을 

지원한다. 현재 분리된 주파수 대역을 통합하여 서비스 하는 

CA(Carrier Aggregation) 기능을 지원하는 LTE-Advanced 

Release 10까지 상용화 되었으며, 이론상 최대 300Mbps의 

하향링크와 150Mbps 상향링크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20].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로서의 LTE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Araniti와 Giuseppe이 Survey하였다 [18]. 현재 

LTE와 같은 네트워크 중심의 중앙 집중적인 구조에서는 V2V 

통신을 지원하기 어려워 차기 개발버전에서는 D2D(Device to 

Device)와 같은 통신방식을 지원해야 하며, 차량 통신을 위한 보안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IoT(Internet of Things) 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3GPP에서는 5G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현재보다 1000배 이상의 

트래픽 수용량과 1ms이내의 전송 지연시간을 보장하고, MTC, 

D2D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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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차량용 네트워크 관련 연구들은 주로 

차량의 주행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밖에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WAVE나 LTE의 기능과 가능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8, 19].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과 같이 

차량을 직접 제어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주행중인 차량의 각종 외부 

상황 인식을 위한 대규모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과 실시간 컨트롤 데이터 전송을 위한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의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 2 절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차량 연구 

 

현재 많은 차량 메이커들과 유수의 ICT 기업들은 2020년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하고 초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기술들과 AUV 관련 연구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단점인 standalone driving problem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자의 스마트 폰을 활용하거나 차량에 

OBU(On Board Unit) 형태의 무선 통신 모뎀을 장착하여 각종 

주행 정보를 활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smart car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절에서는 

connected vehicle과 cloud assisted기반 자율주행 차량 연구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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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is 컨설팅그룹의 2011년 리포트[21]는 connected 

vehicle이 V2V와 V2I 그리고 V2X에 이르는 차량 무선 통신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새로운 정보 제공하고, 이을 통하여 운전 안정성 

향상과 각종 편의를 증대시키는 예시와 차량 메이커의 개발 방향과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BMW 그룹의 Lottermann과 Christian이 수행한 2012년 

연구[22]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safety, 

comport & services 그리고 entertainment로 구분하고 이를 

LTE를 통해 외부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특히 Specific한 QoS를 할당하여 도심, 외곽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각각의 성능을 측정한 실험 데이터는 데이터 

트래픽 양에 따라 QoS 설정이 의미를 가짐을 밝힌 연구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안전 및 사용자 레벨의 어플리케이션만을 LTE를 

통해 외부 서버에서 처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용량의 

CCV 데이터 트래픽이나 실시간 제어 데이터의 처리는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A. Gerla 외 2인이 2014년 수행한 Internet of Vehicles[23] 

연구는 지능형 센서그리드와 자율주행 차량, 차량용 클라우드의 

만남으로 발생되는 여러 서비스들을 IoT(Internet of Things)의 한 

서비스로 Internet of Vehicles(IoV)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차량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시간, 지역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짐에 

근거하여 content중심의 networking과 sensor나 정보의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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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향상된 성능의 intelligent driving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S. Kumar외 2인이 MIT에서 수행한 2012년 연구[24]는 

자율주행 드라이빙을 클라우드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유주행 차량 시스템과 가장 

유사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제한적인 무선 채널의 대역폭을 통해 

대용량의 실시간 센서 데이터 전송과 전송 중 패킷 손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서 정보를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유효한 센서 데이터만 추출한 뒤, 

octree기반으로 선택적 전송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연구는 제한된 대역폭에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무선 채널에서의 데이터 손실을 대비할 수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센서 데이터를 전처리 한 뒤 octree 기반으로 데이터를 

재배열한 뒤 클라우드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지연시간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7Km/h로 이동하는 

golf cart를 실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의 전송 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공공도로에서 안정성 있는 

자율주행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CCV 시스템에서 차량 제어를 

위한 각종 컨트롤 데이터 트래픽의 실시간 전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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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전송 기법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에서는 기존 자유주행 

차량이나 connected vehicle과는 달리 클라우드에서 차량의 주행 

상황을 인식하고 직접 차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대용량 센서 

스트리밍을 상향 링크로 전송하고 차량을 직접 제어하기 위한 

실시간 차량 제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LTE 

네트워크를 비롯한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법과 대용량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기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LTE Protocol은 QoS(Quality of Service)를 통하여 우선순위 

패킷 전송 및 전송 지연시간 보장을 지원한다. 유선 네트워크 

망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패킷 전송을 선별적으로 수행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 주로 무선 네트워크 전송을 위하여 버퍼에 

쌓여있는 패킷들의 QoS 레벨에 따라서 LTE의 MAC scheduling을 

컨트롤 한다. LTE release 8은 네트워크 전송시간을 최대 20ms, 

목표를 10ms이내로 설정하여 설계한다. 현재 지원되는 최소 

packet delay budget은 QCI(QoS Class Identifier) 3의 50ms이고, 

대부분의 LTE 기반 서비스가 약 100 ~ 300ms 사이의 전송 

지연시간 내에 처리된다 [12]. 

향후 5G LTE system에서는 수 ms 이내의 전송 지연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physical layer의 성능 향상과 네트워크 구조 

연구 및 관련 표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2G, 3G에서의 폭발적 

데이터 사용 증가가 LTE의 출현을 야기시킨 것과 같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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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를 기반의 셀룰러 네트워크와 IEEE 802.11기반의 Wi-Fi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된 무선 데이터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향후 원격진료, 원격제어,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증가, IoT 발전에 따른 디바이스 간 통신 (M2M)기능 

활성화 등에 따라 또다시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LTE에서는 늘어나는 데이터를 CA(Carrier Aggregation)를 

통하여 대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LTE release 

12 이후의 5G LTE에서는 Physical 성능 향상을 통해 대규모 

트래픽을 수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6]. 

LTE 프로토콜에서는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일정 

수용 용량을 넘어서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eNB 접속제한을 

위한 Access barring 기법과 MME에서의 부하의 분산을 위해 다른 

기지국이나 MME로 handover시키는 Load balancing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 트래픽 밀집지역에서 펨토셀과 같은 스몰셀 

기술을 이용하여 주파수 재사용과 전송율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와이파이 망등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데이터 오프로딩 기술도 데이터 트래픽 용량 증대를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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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모델 

 

본 장에서는 CCV 시스템의 기본 아키텍처와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차량, 차량용 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구조와 각 구성요소에서 데이터 트래픽 

전송을 알아본다. 

 

제 1절 클라우드기반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CCV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CCV, LTE 네트워크, PDN과 

CCV datacenter로 구성된다.  

 

CCV는 클라우드를 통하여 entertainment, safety, location 

based service와 vehicle control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이다. 

LTE 네트워크는 CCV와 클라우드를 연결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그림 1 CCV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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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셀룰러 기반의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이다. LTE는 무선 

접속을 담당하는 eNB, mobility를 담당하는 MME, 실제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 전송을 담당하는 S-GW, PDN-GW로 구성된다.  

PDN은 LTE 네트워크와 외부의 CCV datacenter혹은 

application server를 연결하는 패킷 데이터기반의 네트워크이다. 

Application server는 CCV나 일반 LTE 사용자(UE)에게 

legacy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CCV datacenter는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통하여 다수의 

CCV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향상된 entertainment, safety, 

location based service와 vehicle control service를 각 CCV에게 

제공한다.  

위와 같이 구성된 CCV 시스템은 서비스 시나리오 별로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사용자의 요청이나 미리 설정된 주기에 따라 entertainment, 

location based service 요청 데이터나 safety 를 위한 V2X 통신 

데이터가 LTE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CCV 

datacenter나 application server로 전달된다. CCV datacenter나 

application server에서는 해당 요청을 분석, 처리한 뒤 해당 

서비스를 CCV에게 전송한다. 이때, 각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시간 

제약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LTE 네트워크에서는 각 서비스에 

맞는 QoS를 설정한다. LTE 네트워크에서는 QoS 설정에 포함된 

priority에 의해 해당 데이터 트래픽을 우선 전송하여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latency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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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control service를 위해서 CCV는 주행 중에 획득한 

센서 데이터 스트리밍을 주기적으로 CCV datacenter에게 전송한다. 

CCV datacenter에서는 이를 실시간 분석하고, 다른 CCV 주행 

정보를 고려하여 CCV의 주행경로를 생성하고, vehicle control 

명령을 전송한다. CCV는 수신한 vehicle control 명령에 따라 

차량의 accelerator, brake와 steering wheel을 제어하여 

자율주행을 수행한다. 차량 주행의 실시간 제어 데이터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해당 데이터 전송 시, LTE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높은 priority로 처리되어야 한다. 

 

1.1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차량 

 
 

CCV in-vehicle system을 그림 2와 같이 기능별로 

구분하였다. 

 

그림 2 CCV In-vehic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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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domain은 lidar, vision system 그리고 GPS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의 외부 환경을 인지하기 위한 여러 센서 장비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pre-processing 서브 시스템에서 센서 

스트리밍을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알맞은 형태로 재 가공한다. 

여기서 발생되는 주기적 실시간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는 In-

vehicle Network을 통해 CCV SW platform으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LTE 모뎀을 통해 CCV datacenter로 전송된다. 

Chassis domain은 차량의 속도와 조향을 제어하는 서브 

시스템으로, CCV datacenter에서 전송한 실시간 제어 데이터 

트래픽을 LTE 모뎀이 수신하면, 이를CCV chassis control 모듈이 

In-vehicle network을 통해 전달받아 acceleration and brake 

system과 steering wheel system을 제어한다. 

User domain은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여러 디바이스와 클라우드의 연계하여 사용자에게 entertainment와 

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한다. 또한 주행 중 안전 증진을 

위한 V2X 기반의 safety 서비스를 제공한다. 

CCV SW platform은 real-time OS를 통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domain의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한다. LTE modem은 

CCV와 CCV datacenter나 application server간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 전송을 관리한다. 

Body domain은 차량에 설치된 seat, door, window, 

windshield wiper와 같은 각종 탑승자 편의 장치들의 제어한다. 

Powertrain domain은 engine, transmission, drive shafts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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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동력장치를 제어한다. 본 문서에서 body domain과 

powertrain domain의 제어데이터와 CCV datacenter와의 연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1.2 LTE 네트워크 

 

LTE 네트워크 시스템을 그림 3과 같이 LTE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CCV에 장착된 LTE 모뎀은 클라우드와 실시간 연동을 위하여 

radio connection이 맺어진 eNB와 데이터 트래픽을 교환한다. LTE 

네트워크는 100Mbps의 전송속도와 350km/h의 이동성을 보장하여 

CCV 의 이동 환경에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한다. 

eNB는 CCV와의 무선 연결관리와 무선 자원관리를 담당하며, 

이동성관리를 위한 cell 선택, 핸드오버와 같은 절차를 지원한다.  

MME는 LTE 단말과 CCV의 접속(attach)와 해지(detach), 

인증과 보안을 관리하고 idle상태에서의 이동성 지원을 한다. 

S-GW는 데이터 트래픽의 전송을 담당하며, eNB간, 3GPP 

네트워크간 이동성을 위한 앵커(anchor)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 LTE Net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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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N-GW는 LTE 네트워크와 외부 PDN과의 접점을 제공하며, 

LTE와 non-3GPP 간 이동성을 지원한다. 

 

LTE 네트워크는 LTE 이동 기지국인 eNB와 무선 구간의 

커넥션이 맺어진 후, 그림 4와 같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LTE 

단말과 PDN-GW까지 가상의 채널이 연결된다. 이를 EPS 

bearer라고 하며, 동일한 서비스 요구사항(QoS)를 가지는 IP 

flow들이 함께 전송되는 특징을 가진다. 만약 처음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가 전송될 때, QoS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EPS bearer를 

PDN-GW에게 요청하여 생성한다 [20]. 

 

EPS bearer는 LTE network에서는 지정된 bit rate을 보장해 

주는 GBR type과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non-GBR type으로 

구분된다.  각 QoS 서비스 별 priority, latency, lose rate과 

service example은 LTE 표준인 TS23.203에 QCI 특성이 표1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2]. 

 

그림 4 LTE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각 구간별 Bearer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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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LTE(Rel.8)에서 보장하는 

최소 end-to-end Latency는 QCI 3에서 지원하는 50ms이고, 

서비스 별로 100ms~300ms의 전송 지연을 보장한다. 

GBR 타입의 EPS bearer는 특정 bit rate이상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MBR을 설정하고, Non-GBR 타입의 EPS bearer의 

경우에는 AMBR을 통해 전체 bit rate의 대역폭을 제어한다. 이와 

같은 QoS 설정을 통하여 LTE 네트워크에서는 EPS 

표 1 LTE 표준(3GPP TS 23.203)에 따른 QCI 특성 

QCI 
Resource 

type 
Priority Latency 

Loss 
rate 

Service example 

1 

GBR 

2 100ms 10-2 Conversational Voice 

2 4 150ms 10-3 Conversational Video 

3 3 50ms 10-3 Real Time Gaming 

4 5 300ms 10-6 
Non-Conversational 
Video 

5 

Non-
GBR 

1 100ms 10-6 IMS Signaling 

6 7 300ms 10-6 
Video (Buffered 
Streaming), TCP-based 
(www, e-mail, etc.) 

7 6 100ms 10-3 
Voice, Video (Live 
Streaming), Interactive 
Gaming 

8 8 

300ms 10-6 
Video (Buffered 
Streaming), TCP-based 
(www. e-mail, etc.)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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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er기반으로 단말의 MAC scheduler나 PDN-GW에 설정된 

우선 전송 알고리즘에 따라 먼저 전송될 데이터 트래픽을 선택한다 

[12]. 

 

1.3 PDN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림 5와 같이 PDN을 통하여 application server나 CCV 

datacenter가 LTE 네트워크의 PDN-GW와 연결된다. 데이터 

트래픽은 PDN의 external bearer을 통해 전송된다. 

CCV 데이터 센터는 CCV 클라우드 데이터 제어 센터(CCV 

Cloud Data Control Center; CCV-CDCC)와 CCV 도로 교통 관제 

센터(CCV Traffic Control Center; CCV-TCC)로 구성된다. 

먼저 CCV-CDCC는 CCV 제작 업체나 플랫폼 제작 업체가 

직접 운영하며 차량에 설치된 센서 장비, 각종 차량 제어 장비, 

차량 내부 모니터링 정보를 비롯하여 차량의 소모품과 같은 세부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서버이다. 각 차량 별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곳 CCV-CDCC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뒤, 

다시 CCV의 운행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을 전송하여 원격으로 

 

그림 5 Packet Data Network 과 CCV Data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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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CCV를 제어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CCV-CDCC는 자율주행 차량을 클라우드가 제어하기 위해서 

차량 고유의 제어특성과 안전 관리 책임의 이유로 해당 차량 생산 

업체나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업체가 CCV-CDCC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의 

국제적 표준이 마련되는 경우, 애프터 마켓을 통해 진출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 역시 자신들이 컨트롤 가능한 CCV를 제어하기 

위하여 CCV-CDCC를 운영할 수 있다.  

CCV-TCC는 각 서비스 사업자에 산재한 각각의 CCV-

CDCC로부터 현재 운행중인 CCV의 목적지, 현재 위치, 현재 속도, 

각종 제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 받는다. 또한 도로나 기타 

장소에 위치한 각종 도로 교통 인프라가 전용회선을 통해 수집, 

연결되어 CCV 차량이 보내는 위치, 속도와 같은 운행 정보를 

획득하여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과 각각의 오차를 보정한다. 이렇게 

수집된 차량 운행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체 교통 흐름을 기반으로 

각 차량의 운행 정책을 결정하여 CCV-CDCC로 알리게 된다. 기존 

도로교통 관제센터가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차량의 제한 속도나 가변 차선 통제, 교차로 통과와 같은 전체 

교통 흐름을 제어하여 전체 운행중인 차량에게 최적의 교통 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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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CV 데이터 트래픽 분석 

 

본 장에서는 CCV 서비스를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 트래픽 

중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CCV 데이터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한다. 

 

제 1 절 CCV 서비스 트래픽의 종류 

 

CCV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feasibility를 위해서는 각 

서비스 별 시간 제약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2과 같이 CCV 서비스에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특성을 

고려하여 트래픽 타입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의 특성과 

요구되는 시간 제약성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 타입을 hard real-

time, firm-real-time, soft real-time과 none real-time으로 

구분하였다. 

Vehicle control service는 차량의 가/감속과 전/후진을 

제어하는 종방향 제어 (longitudinal control)와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횡방향 제어(lateral control)가 있으며 차량내부 제어 

주기인 10ms – 100ms 이내의 지연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센서 

스트리밍은 자율주행 차량이 외부 환경을 인지하기 위한 lidar, 

radar, computer vision이나 위치 인식을 위한 GPS 같은 각종 

센서 장비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센서 

장비 설정에 따라 약 10 - 100ms의 시간간격으로 대용량의 센서 

데이터가 발생되며,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이보다 적은 전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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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요구된다. 

Entertainment는 VoIP나 VoD와 같이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음성, 화상서비스로 100 - 600ms의 종단 지연시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location service는 각종 교통정보와 차량의 위치에 

따른 주변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의 특성상 시간제약 

없이 BE(Best Effort)로 처리된다. 

 
 

표 2 CCV 서비스의 시간 제약성에 따른 트래픽 타입 구분 

Service Type Data Traffic Traffic Type 

Vehicle 
Control 

Real-time vehicle control data 
Hard  

real-time 

Sensor streaming data 

Firm  
real-time 

Safety 

Periodic safety message 
broadcast service data 

Non-periodic safety message 
broadcast service data 

Entertainment 

Real-time gaming data 

Soft  
real-time 

Conversational voice data 

Conversational video data 

Video streaming data 

Music streaming data 

Location 
based  

Navigation data 
None  

real-time 
Location based servi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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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Entertainment나 Location Service는 기존에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 되는 보편적인 데이터 트래픽으로 

최적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Vehicle Control 

데이터와 Sensor Streaming 데이터는 CCV 시스템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서비스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를 CCV 데이터 트래픽으로 

정의하고, 실제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스트리밍과 차량 제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다. 

 

제 2 절 CCV 데이터 트래픽 선정 

 

본 논문은 실효적 CCV 데이터 트래픽 분석을 위해 KAVC 

(Korea Autonomous Vehicle Contest) 2013에 참가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Smart Mobility팀이 사용한 센서 장비와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7].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는 카메라, Lidar와 GPS 장비에서 

발생되는 주기적 신호를 의미한다. 

카메라는 주행 중 차선, 교통 표지판과 각종 상황 인식을 위해 

사용되며 640x480의 30frame 8bit 모노 카메라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약 70Mbps이다. HD급 카메라의 경우, 1024x760의 

30frame 24bit 칼라 카메라는 약 540Mbps의 데이터가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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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바로 전송하지 않고 H.264와 같은 

영상 압축 Codec을 사용한다. 현재 SD급 영상은 약 1.2Mbps, 

HD급 영상은 약 3Mbps로 압축시켜 전송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SD급은 약 5~10ms, HS급은 약 30ms정도의 encoding delay가 

발생하여 실시간 영상 전송에는 SD급 영상만 지원된다. 향후 압축 

알고리즘 성능 향상으로 HD급 영상도 실시간 전송이 가능할 

전망이다[11, 28].  

표 3 CCV 데이터 트래픽 특성 

Sensor 
Device 

Model 
Service 

Rate 
Service 
Bit Rate 

Specification Note 

Vision 
System 

Dragonfly2 33ms 70Mbps 

Resolution 
640x480 
Mono 8bit 

30frame/sec 

[3] 

Video 
Codec 

H.264 
5 ~ 

10ms 
1.2Mbps 
3Mbps 

SD 
HD 

[28] 

LIDAR LMS-511 
10 ~ 
40ms 

0.5 ~ 
2.1Mbps 

Resolution 
0.333° 

Scan Range 
190° 

Scan Speed 25 
~ 100Hz 

2,700byte/scan 

[1] 

Differential 
GPS 

B20 10ms 120Kbps 
Error range 
0.7 ~ 1.5m 

[2] 

Vehicle 
Control 

CAN / 
FlexRay 

10 ~ 
100ms 

1.6Kbps 
~ 

16Kbps 
IVN Protocol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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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장애물 탐지에 사용된 2대의 LIDAR 장비는 지원하는 

스캐닝 스피드는 25, 35, 50, 75, 100 (Hz)로 설정 가능하며, 1회 

스캔 시 0.5Mbps에서 2.1Mbps의 데이터가 발생된다 [1].  

DGPS의 경우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오차를 

보정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된 B20모델은 측정 결과 약 0.7 ~ 

1.5m 의 오차가 발생하여 차량 위치와 차선 분석 등에 사용된다 

[2]. 

 

CCV의 차량제어 데이터는 차량의 Accelerator, Brake System 

그리고 Steering wheel control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프로토콜인 CAN, FlexRay을 통하여 통신 주기와 발생되는 데이터 

양을 측정한 연구자료를 인용하였다. [4, 6]에 의하면 기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 메시지 정보들은 Controller Area Network 

(CAN) 프로토콜이나 FlexRay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약 

1.6Kbps - 16Kbps의 데이터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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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CV 데이터 트래픽 특성과 요구사항 분석 

 

실제 무인 자율주행 차량에서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와 차량 

제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도출하였다. 

 

 약 8Mbps 이상의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가 무선 네트워크의 

상향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로 전송되다. 

표 3에 의해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최소 센서 데이터는 

 �1.2 Mbps (H. 264 SD encoding) ·  3 (vision system) +  2.1 Mbps ·

 2 (lidar) +  120 Kbps (DGPS)� =  7.92 Mbps 이다. 이는 최소한의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로 향후 실제 상용 모델에서는 후방, 측면에도 

고성능의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면, 향후 수 십에서 수 백Mbps에 

이르는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클라우드로 전달될 

것이다. 

 

 센서 장비 설정에 따라 매 10ms-50ms마다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 발생한다. 즉, 실시간 환경 인식을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발생한다. 

 

 약 16Kbps의 제어데이터가 10ms–100ms마다 차량의 

Accelerator, Brake System, Steering wheel 제어를 위해 무선 

네트워크의 하향링크를 통해 CCV로 전송한다. 현재까지 차량 제어 

데이터는 차량 시스템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데이터로 전용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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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통해 제어된다. 

 

위와 같은 CCV 데이터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CCV와 클라우드간 무선네트워크의 상향과 하향 링크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10ms-100ms의 

주기적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차량과 기지국간 무선 채널과 

무선 통신자원이 항상 할당되어 있어야 한다. 혹은 접속지연 

없이 단말이 micro idle과 connected 상태를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상향 링크로 최소 8Mbps 이상 센서 스트리밍 데이터가 10ms – 

50ms 이내로 전송되어야 한다. 

 

 하향 링크로 최소 16Kbps 이상의 차량 제어데이터가 10ms 

이내로 전송되어야 한다. 

 

 차량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 전송의 보안성,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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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CCV 데이터 트래픽 전송과 LTE 네트워크의 

제약사항 

 

CCV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CCV 데이터 트래픽은 4.3절의 

결론과 같이 현재 LTE 네트워크에서 고려되지 않은 서비스 데이터 

타입이다. 현재 LTE 네트워크에서 CCV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적 제약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Vehicle Control을 위한 실시간 CCV 제어데이터 전송에 end-

to-end 지연시간이 10ms이내로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LTE 프로토콜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소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은 QCI 5의 50ms로 차량 제어를 위해서 최대 10ms 

이내의 지연시간과 10-6 이하의 낮은 전송 에러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 CCV가 전송하는 대용량 센서 스트리밍에 의한 LTE 

네트워크의 심각한 과부하가 발생된다. 

기지국 당 수십~수백 대의 CCV들이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LTE 네트워크의 과부하 발생시키며, 특히 교통 정체지역에서 

심각한 데이터 혼잡이 예상된다. 현재 LTE 네트워크 과부하를 

컨트롤 하는 방법은 access barring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 

증가를 방지하거나 load balancing을 목적의 강제 handover를 통해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수동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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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TE 네트워크에서는 LTE-A나 차세대 5G 통신기술 도입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역폭 확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센서 데이터의 pre-

processing을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압축시켜 전송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CCV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LTE 네트워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대용량 센서 스트리밍 전송을 위한 LTE 상향 링크의 전송 속도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CCV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항상 데이터 커넥션을 

유지해야 하는 무선 채널 관리문제와 무선 자원 할당으로 인한 

네트워크 자원부족 문제 해결 방안, 

 무선 구간에서의 데이터 손실 및 재전송에 따른 전달 지연시간 

증가 문제 해결 방안, 

 CCV 데이터 트래픽 전송 시, 보안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light weighted security 지원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CCV 데이터 트래픽 특성에 따른 문제 분류로, 각 세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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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문제 제기 및 제안 

 

본 장에서는 CCV 서비스 별 데이터 트래픽의 전달 지연시간의 

보장을 위해 CCV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 구간에서의 지연시간을 

파악하고, 지연시간 감소방안을 제안한다. 

 

제 1 절 CCV 서비스 지원을 위한 Latency 감소문제 

문제 정의에 앞서 각 CCV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end-to-end 

latency를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CCV 시스템의vehicle control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50ms수준인 end-to-end latency가 10ms 이하로 보장될 수 

있도록 CCV 시스템의 각 부분에서 latency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CCV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end-to-

end latency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6 CCV 시스템에서의 end-to-end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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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V 서비스의 end-to-end latency인 Lend−to−end 는 다음과 같이 

각 구간에서의 latency의 총 합으로 표현된다. 

 

𝐿𝑒𝑒𝑒−𝑡𝑡−𝑒𝑒𝑒 = (𝐿𝐶𝐶𝐶 + 𝐿𝐿𝐿𝐿 + 𝐿𝑃𝑃𝑃) ∙ 2 + 𝐿𝐶𝐶𝑡𝐶𝑒 

 

𝐿𝐶𝐶𝐶 는 CCV차량 내부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트래픽 중, LTE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로 전송되거나, 클라우드로부터 전송 받은 

데이터 트래픽을 제어를 수행하는 해당 Domain까지 전송하는데 

걸리는 latency이다. 

𝐿𝐿𝐿𝐿는LTE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말의 LTE TX/RX 버퍼로부터 

PDN-GW의 외부의 송수신 버퍼까지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는데 

걸리는 각 구간에서의 latency의 합이다. 

𝐿𝑃𝑃𝑃 는 LTE네트워크부터 CCV datacenter까지 PDN을 통해 

데이터 트래픽이 전송될 때 걸리는 latency이다. 

𝐿𝐶𝐶𝑡𝐶𝑒 는 클라우드에서 CCV가 전송한 데이터 트래픽을 

수신하여 분석, 처리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비스의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하여 전송 준비까지 소용되는 latency이다. 

 

 

기존 연구자료를 통해 CCV 서비스를 위한 end-to-end 

latency를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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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CV 서비스를 위한 end-to-end Latency 요구사항 

Service 
Type 

Data Traffic Latency 
Traffic 
Type 

Reference 

Vehicle  
Control 

Real-time 
vehicle control 
data 

E2E ≤ 
10ms 

Hard real-
time 

[4, 6] 

Sensor 
streaming data 

E2E ≤ 
50ms 

Firm real-
time 

[1, 2, 3] 

Safety 

Periodic safety 
message 
broadcast 
service data 

E2E ≤ 
100ms 

[13] 

Non-periodic 
safety 
message 
broadcast 
service data 

E2E ≤ 
100ms 

[13] 

Entertain-
ment 

Real-time 
gaming 

E2E ≤ 
50ms 

Soft real-
time 

[12] 

Conversational 
voice data 

E2E ≤ 
100ms 

[12] 
 

Conversational 
video data 

E2E ≤ 
150ms 

[12] 

Video 
streaming data 

E2E ≤ 
300ms 

3Mbps for 
HD video 
service [12] 

Music 
streaming data 

E2E ≤ 
300ms 

92Kbps for 
audio 
streaming 
[12] 

Navigation 

Navigation 
Best 
Effort None real-

time 

[14] 

Location based  
service 

Best 
Effor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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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CCV 시스템의 각 구간에서 발생되는 구간별 latency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CCV 차량내부에서 발생되는 구간별 

latency를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LTE Network의 각 구간에서 발생되는 패킷 전송 latency는 

표 6과 같다.  

표 5 CCV 차량 내부의 구간별 Latency 

Section Type Latency Reference 

Sensor Device 

Lidar 10ms [1] 

Differential GPS 10ms [2] 

Camera 10ms [3] 

Pre-processing H.264 

5 ~ 10ms  
(SD) 
30 ~ 50ms 
(HD) 

[28] 

IVN 
CAN 
FlexRay 

10ms 
1~5ms 
(2.5ms) 

[4], [5] 
[6], [7] 

CCV SW 
Platform 

Real-time 
scheduling 

< 50μs [8] 

Chassis Domain 
Accelerator 
Brake System 
Steering Wheel 

< 100μs TBD 

Body Domain 
Seat, Door, Window 
control, Windshield 
wiper 

< 100ms TBD 

Powertrain 
Domain 

Engine, 
Transmission  

< 100μs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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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선 네트워크 통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최적화하고 고속/고용량의 백홀 네트워크 기술 개발이나 라우팅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전송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LTE 네트워크 이후에는 그림 5와 같이 PDN을 통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데이터 트래픽이 전송된다. 현재 CCV 

시스템은 Internet등의 일반 패킷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DN 구간에서 전송 

지연속도를 보장하거나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CCV 시스템에서는 클라우드가 vehicle 

control을 수행하기 위한 10ms 이하의 end-to-end latency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표 6 LTE Network System에서의 구간별 Latency 

LTE Network 
LTE Network 

Entity 
Latency Reference 

E-UTRAN  
(Evolved UTRAN) 

LTE Modem < 3ms - 

Radio 
transaction 

4.8ms Blur 10%, [9] 

eNB 4ms [9] 

Backhaul routing 5~10ms [10], [15] 

EPC (Evolved 
packet Core) 

Serving-GW < 1ms [10] 

PDN-GW < 2~3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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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LTE QoS 메커니즘을 활용한 Latency 감소 

방안 

 

본 논문에서는 CCV 시스템에서 종단간 전송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PDN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무선사업자 망의 PDN-GW에 직접 전용 라인을 통해 

연결되는 CCV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제안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지연되는 지연 시간이 제거되어 전송 지연시간을 최대한 개런티 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PDN-GW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전용라인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된다. 

제안된 시스템에 의해 수정된 CCV 데이터 트래픽의 end-to-

end latency는 다음과 같다. 

 

𝐿𝑒𝑒𝑒−𝑡𝑡−𝑒𝑒𝑒 = (𝐿𝐶𝐶𝐶 + 𝐿𝐿𝐿𝐿) ∙ 2 + 𝐿𝐶𝐶𝑡𝐶𝑒 

 

 

그림 7 제안된 CCV 시스템에서의 end-to-end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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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CV 데이터센터를 LTE 네트워크의 PDN-GW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불확실한 PDN의 지연시간이 제거된다.  

이를 위하여 LTE 프로토콜[12]에 표7과 같이 CCV 데이트 

트래픽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QoS 타입이 추가되어야 한다. 

  

 

표 7 CCV 데이터 트래픽에 의한 QCI 특성 

QCI Rsc. Type Priority Latency 
Loss 
Rate 

Service Example 

1 

GBR 

2 100ms 10-2 Conversational Voice 

2 4 150ms 10-3 Conversational Video 

3 3 50ms 10-3 Real Time Gaming 

4 5 300ms 10-6 Non-Conversational Video 

100 1.1 10ms 10-6 
CCV Vehicle Control - 
Accelerator, Brake, Steering 
Wheel, Gear, TBD  

101 1.5 50ms 10-6 
CCV Vehicle Control – 
Enhanced Driving Control 

106 1.6 10ms 10-6 
CCV Sensor Streaming – 
Enhanced Sensor Device, TBD 

107 1.7 50ms 10-3 
CCV Sensor Streaming - 
Computer Vision, Lidar, Radar 

5 

Non-
GBR 

1 100ms 10-6 IMS Signaling 

6 7 300ms 10-6 
Video (Buffered Streaming) 
TCP-based (e.q., www, e-mail 
…) 

7 6 100ms 10-3 
Voice, Video (Live Streaming) 
Interactive Gaming 

8 8 
300ms 10-6 

Video (Buffered Streaming) 
TCP-based (e.q., www. e-mail 
…)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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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새로운 QCI 타입은 GBR 타입으로 전송 우선순위를 

2보다 낮게 하여 음성 처리보다 우선 처리가 가능한 10ms 이내의 

전송 지연을 가지는 QoS 타입이다. 이는 현재 LTE 시스템 

상에서도 50ms 이내의 latency 보장을 지원하고, 차기 5G 

LTE에서는 50ms는 물론 10ms 이내의 전송 지연시간에 대해서 

서비스의 요구 조건에 따라 세분화된 QoS 타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하면 end-to-end latency 감소 이외에도 

internet과 같은 공용 public packet network으로 CCV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security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불필요한 공용 네트워크의 과부하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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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 및 평가 

 

제 1 절 실험 환경 

 

실험은 Ubuntu 12.04.5 LTS 환경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NS-3.21와 LTE module인 LENA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29].  

먼저 Ubuntu에 NS-3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와 관련 모듈을 

설치한다. 시뮬레이터가 정상 동작하면 다음과 같이 시험 환경을 

설정한다. CCV node와 Application Server node를 생성한다. NS-

3가 지원하는 LTE module인 LENA를 이용하여 CCV node에서 

PGW까지 LTE로 구성하고 관련 설정을 수행한다. PDN-GW에서 

외부 Application Server는 PPP 설정으로 구성하며, 1Gbps급 

대역폭과 전송 지연시간을 설정하여 Internet 환경과 유사한 PDN 

환경을 모델링 한다. 또한 4대의 CCV node를 하나의 eNB에 

연결하고, default Bearer를 통하여 Non-GBR 타입의 1230byte 

UDP 패킷을 매 1ms마다 전송하고, dedicated Bearer를 통해 GBR 

타입의 130byte UDP 패킷을 매 1ms마다 전송하여 LTE 네트워크 

환경과 유사한 수준의 네트워크 부하를 추가한다. 

그림 8은 기존 LTE 네트워크의 구성과 같은 CCV 시스템을 

모델링한 실험 환경이다. 각 CCV에서는 default Bearer와 

dedicated Bearer를 통해 default video stream과 CCV 데이터 

트래픽이 생성되고 있으며, Pcap 파일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CCV까지의 종단간 패킷 전송지연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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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은 제안된 LTE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한 CCV 시스템의 

모습을 모델링한 latency 측정 실험 환경이다.  

 

그림 8과 마찬가지로 4대의 CCV가 하나의 eNB에 연결되어 

있고, 일반 non-GBR Bearer를 통해 전달되는 일반 비디오 

스트리밍은 기존과 같이 App Server를 통해 전달되는 환경이다. 

하지만 CCV 데이터 트래픽은 PDN-GW을 통해 직접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된다.  

 

각 CCV에서는 default Bearer와 dedicated Bearer를 통해 

default video stream과 CCV 데이터 트래픽이 생성되고 있으며, 

Pcap 파일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CCV까지의 종단간 패킷 

전송지연을 측정하였다. 

 

그림 8 기존 CCV 시스템의 latency 측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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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및 평가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아래와 같은 실험 결과가 

도출되었다.  

 

2.1 기존 LTE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latency 측정 결과 

 

먼저 10, 11은 기존 LTE 네트워크 상황에서 CCV 데이터 

트래픽 전송 과정의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packet flow를 

wireshark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9 제안된 CCV 시스템의 latency 측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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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존 CCV 시스템의 Entertainment Latency 

 

그림 11 기존 CCV 시스템의 CCV data traffic Latency 



 

 44 

Application server (1.0.0.2)와 CCV datacenter(2.0.0.2)에서 

매 1ms마다 각각 1230byte의 non-GBR type의 UDP 

streaming과 130byte의 CCV data control data를 4대의 CCV 

node(7.0.0.2 ~ 7.0.0.5)로 전송한다. 이를 수신한 CCV node들은 

바로 reply data를 생성하여 해당 서버로 전송하였다. 

 

 

측정 결과 표8과 같이 entertainment data traffic은 약 

16ms의 전송지연 시간을 보였고, CCV data traffic의 경우에는 약 

15ms의 전송 지연시간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표 8 기존 CCV 시스템의 latency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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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안된 LTE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latency 측정 결과 

 

다음은 CCV datacenter를 LTE 네트워크 내부의 PDN-GW와 

직접 연결하여 PDN latency를 제외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12와 13은 제안된 LTE 네트워크를 이용한 CCV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packet flow를 wireshark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Application server (1.0.0.2)와 

CCV datacenter(2.0.0.2)에서 매 1ms마다 각각 1230byte의 

non-GBR type의 UDP streaming과 130byte의 CCV data 

control data를 4대의 CCV node(7.0.0.2 ~ 7.0.0.5)로 전송한다. 

이때, 일반 application server와 CCV datacenter는 각각 

Internet과 direct connection으로 연결되어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이 틀려지게 된다. 이를 수신한 CCV node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로 reply data를 생성하여 해당 서버로 전송하며, 

처음 서버 측에서 전송한 패킷 지연시간에서 CCV node가 이를 

수신한 시점을 측정하여 전송 지연시간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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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안된 CCV 시스템의 Entertainment latency 

 

그림 13 제안된 CCV 시스템의 CCV data traffic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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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표9와 같이 entertainment data traffic은 기존과 

같이 약 16ms의 전송지연 시간을 보였지만, CCV data traffic의 

경우에는 약 12ms의 전송 지연시간을 보였다. 

 

실험 결과 표 10과 같이 CCV 데이터 트래픽은 제안된 시스템에서 

약 3ms 정도의 전송지연시간 감소를 확인하였다. 

표 9 제안하는 CCV 시스템의 latency 측정 결과 

 

표 10 CCV Data Traffic의 전송 지연 감소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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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먼저 CCV의 필요성과 이를 이루기 위한 CCV 

시스템의 구조, 각 구성 요소의 동작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CCV 서비스를 위하여 새롭게 LTE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 트래픽인 CCV 센서 스트리밍과 CCV 제어 

데이터를 CCV 데이터 트래픽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TE 네트워크에서 지원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출된 문제점 중 CCV 시스템 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전송 지연시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해결 방안으로는 CCV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새로운 타입의 QoS를 

지원과 외부 PDN을 거치지 않고 무선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내부에서 PDN-GW와 직접 연결하여 운용되는 CCV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해결 방안으로 latency의 예측과 보장이 어려운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범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LTE 네트워크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를 LTE 프로토콜에서 

지원하기 위해 CCV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새로운 QoS 타입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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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통하면 CCV 데이터 트래픽 전송 

지연속도 감소뿐 아니라, CCV 데이터 트래픽이 인터넷과 같은 일반 

PDN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 강화와 인터넷 과부하의 

감소와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NS-3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CCV 데이터 트래픽 

전송환경을 구축하여 전송 지연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CCV 시스템에서 약 3ms 정도의 지연시간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는 제한된 시험 결과로 실제 상용 LTE 

네트워크와 연결된 상황에서는 외부 internet의 간섭과 지연이 

제거되기 때문에, 실제 지연시간은 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에는 CCV 데이터 트래픽의 특성을 고려한 단말의 MAC 

scheduler 의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전송 지연감소를 목표로 본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전송 지연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CCV의 이동을 예측한 fast handover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할 

예정이다. 

 



 

 50 

참고 문헌 

[1]LMS 5xx specification, SICK, 

”https://www.mysick.com/saqqara/pdf.aspx?id=im0038166”, 

2015 

[2] B20 Beacon Specification,  

“http://www.geo-matching.com/products/id1603-b20-

beacon-gps.html, 2007 

[3] Point Grey, “Technical Application Note TAN2006001”, 

2006 

[4] Bosch, Robert. "CAN specification version 2.0." Rober 

Bousch GmbH, Postfach 300240 (1991). 

[5]Mehrnoush Rahmani et al. “Performance Analysis of 

Different Network Topologies for In-Vehicle Audio and Video 

Communication”, 2008 

[6] FlexRay Consortium. "FlexRay communications system 

protocol specification version 2.1." Request online: http://-

www. flexray. com/specification request. php (2005). 

[7] Mehrnoush Rahmani et al,”A Resource-Efficient IP-based 

Network Architecture for In-Vehicle Communication”, 2009 

[8] Brandenburg, Felipe Cerqueira Björn B. "A Comparison of 

Scheduling Latency in Linux, PREEMPT RT, and 

LITMUSRT." OSPERT 2013 (2013): 20. 

[9] Singhal, D., M. Kunapareddy, and V. Chetlapalli. "LTE-



 

 51 

Advanced: Latency Analysis for IMT-A Evaluation." White 

paper, Tech Mahindra Limited (2010). 

[10] Backhaul transport constraints considerations for CoMP, 

Nokia Siemens Networks, Nokia, R1-111033, 2011 

[11] Schwarz, Heiko, Detlev Marpe, and Thomas Wiegand. 

"Overview of the scalable video coding extension of the H. 

264/AVC standard."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IEEE Transactions on 17.9 (2007): 1103-1120. 

[12] 3GPP, TS 23.203,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Policy and charging control 

architecture” Rel. 8, Apr. 2010. 

[13] Araniti, Giuseppe, et al. "LTE for vehicular networking: A 

survey."Communications Magazine, IEEE 51.5 (2013): 148-157. 

[14] Lottermann, Christian, et al. "Performance evaluation of 

automotive off-board applications in LTE 

deployments." Vehicular Networking Conference (VNC), 2012 

IEEE. IEEE, 2012. 

[15] Backhaul modelling for CoMP, Orange, Telefónica, R1-

111174, 2011 

[16] Lari, Adeel, Frank Douma, and Ify Onyiah. "Self-Driving 

Vehicles: Current Status of Autonomous Vehicle Development 

and Minnesota Policy Implications." (2014). 

[17] Li, Yunxin Jeff. "An overview of the DSRC/WAVE 



 

 52 

technology." Quality, Reliability, Security and Robustness in 

Heterogeneous Network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2. 

544-558. 

[18] Araniti, Giuseppe, et al. "LTE for vehicular networking: A 

survey."Communications Magazine, IEEE 51.5 (2013): 148-157. 

[19] Vinel, Alexey. "3GPP LTE versus IEEE 802.11 p/WAVE: 

which technology is able to support cooperative vehicular 

safety applications?." Wireless Communications Letters, 

IEEE 1.2 (2012): 125-128. 

[20] 3GPP, TS 36.300,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E-UTRAN),” Rel. 8, Apr. 2010. 

[21] Kirk, Barrie, and P. Eng. "Connected Vehicles: An 

executive overview of the status and trends." Globis Consulting, 

November 21 (2011). 

[22] Lottermann, Christian, et al. "Performance evaluation of 

automotive off-board applications in LTE 

deployments." Vehicular Networking Conference (VNC), 2012 

IEEE. IEEE, 2012. 

[23] Gerla, Mario, et al. "Internet of vehicles: From intelligent 

grid to autonomous cars and vehicular clouds." Internet of 

Things (WF-IoT), 2014 IEEE World Forum on. IEEE, 2014. 

[24] Kumar, Swarun, Shyamnath Gollakota, and Dina Katabi. "A 



 

 53 

cloud-assisted design for autonomous driving." Proceedings of 

the first edition of the MCC workshop on Mobile cloud 

computing. ACM, 2012. 

[26] Chih-Lin, I., et al. "Toward green and soft: a 5G 

perspective."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52.2 (2014): 

66-73. 

[27] “Korea Autonomous Vehicle Contest 2013”, 2013 

http://autonomous.ksae.org/ 

[28] Schwarz, Heiko, Detlev Marpe, and Thomas Wiegand. 

"Overview of the scalable video coding extension of the H. 

264/AVC standard."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IEEE Transactions on 17.9 (2007): 1103-1120. 

[29] Piro, Giuseppe, Nicola Baldo, and Marco Miozzo. "An LTE 

module for the ns-3 network simulator."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ICST Conference on Simulation Tools and 

Techniques. ICST (Institute for Computer Sciences, Social-

Informatics and Telecommunications Engineering), 2011. 

http://autonomous.ksae.org/


 

 54 

Abstract 

A Scheme for Reducing Transmission 
Latency Considering Cloud Connected 

Vehicle's Data Traffic Characteristics in 
LTE Network 

 

Yun Il Kwo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autonomous vehicle has limitations such as restricted 

computing resources, range constraints of in-vehicle sensors 

and immature vehicular communication technology. To solve 

these problems, autonomous vehicle uses th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to get network assisted ser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Cloud Connected Vehicle (CCV) 

system that autonomous vehicles are connected and controlled 

by cloud datacenters through the high-speed vehicular network.  

CCV system is next generation autonomous vehicle system 

which consists of CCV, LTE network and CCV datacenters. CCV 

gathers driving environment information through various sensor 

devices like lidar, vision system and GPS. CCV also rece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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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control data from cloud datacenter. CCV system uses 

cellular based LTE network as a wireless vehicular network to 

transfer all CCV information. High-performance computing 

power in cloud CCV datacenter can analysis received sensor 

streaming from multiple CCVs and make real-time vehicle 

control data for autonomous driving.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CCV system based on the LTE 

network and explain each sub-system's operation mechanism. 

And we analysis data traffic characteristics of sensor streaming 

and vehicle control data. This kind of CCV data traffic is not 

considered in current LTE network yet. Therefore, we derive 

novel CCV data traffic requirements to support CCV services.  

To support CCV service using current LTE system, we 

suggest a novel CCV data traffic specific QoS types and EPC 

architecture in the LTE network to reduce end-to-end latency 

and network overhead. 

Results of simulation using NS-3 network simulator, we 

confirmed that 3ms end to end latency was reduced through the 

proposed LTE net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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