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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으로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라우  트리를 구축한 후에 시간 동기화 작업을 따로 진행하 다. 
그 때문에 패킷교환의 횟수가 늘어나고 력의 소모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우  트리 구축과정

에서 교환하는 정방향과 역방향의 패킷에 LTS(Lightweight Time Synchronization) 알고리즘 연산에 필요

한 시간정보를 추가하여 러딩 라우  트리 구축 알고리즘과 시간 동기화 과정을 결합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한 일정한 라운드 시간을 사용하여 클럭 휨으로 인한 시간 오류를 보정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TPSN(Timing-sync Protocol for Sensor Networks) 방식보다 은 에 지를 사용하고 센서 노

드들 간의 시간을 더욱 정교하게 동기화한다는 것을 NS2 시뮬 이터를 통해서 증명하 다.

1. 서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는 다수

의 센서 노드들이 무선 통신 방식을 통해 서로 연결된 네

트워크이다. 센서 노드들은 컴퓨  능력과 무선 통신 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 환경과 같은 넓은 공간에 배치되

어 자율 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기지국(base station)으로 달한다. 

  일반 으로 센서 노드들은 TDMA(Time-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여 서로 통신한다. 따라서 

독립 으로 동작하는 센서 노드들의 시간을 기지국과 정

확하게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노드들은 독립 으로 클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한 

클럭 주기의 차이인 클럭 휨(clock drift) 상이 존재한다. 

노드들이 동일한 주 수의 클럭을 사용하더라도 클럭 휨

에 의하여 장시간 경과 후 서로 간의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 노드들은 라우  트리를 재구축할 

때마다 시간을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SRA-BL 알고리즘은 라우  

트리 구축 과정에서 방향 패킷과 역방향 패킷에 시간 

정보를 담아 양방향 LTS 연산[3]을 수행한다. 한 클럭 

휨 상으로 발생하는  시간 오차는 시간 동기 패킷

을 비콘 신호로 사용하여 라운드 갱신 시간마다 보정한다. 

TSRA-BL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라우  트리 구축을 완

료함과 동시에 보다 정확하게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다.

2. 련연구

  러딩 로토콜[1]은 계층 기반 라우 에 속하며  

범 에 있는 모든 노드에 패킷을 달하는 라우  로토

콜이다. RTAF(Routing-Tree construct Algorithm by 

single Flooding)[2] 알고리즘은 러딩 라우  로토콜의 

역방향 정보를 활용하여 한 번의 러딩으로 네트워크의 

라우  트리를 구축하는 알고리즘이다.

  시간 동기화 알고리즘은 시간을 동기화 하는 두 노드간 

시간 차이를 구하는 LTS 알고리즘, 수신 노드들 간의 시

간을 동기화 하는 RBS(Reference Broadcast 

Synchronization) 알고리즘[4], 송신자-수신자간의 시간동

기화 방법을 사용하는 TPSN[5], Tiny-Sync[6], 라우  트

리 구축과 시간 동기화 과정을 통합한 TSRA(Time 

Synchronization Routing Algorithm)[7] 등이 있다.

  기존의 TPSN 방식은 센서 네트워크의 시간 동기화를 

하여 LTS를 용한 알고리즘으로 라우  트리 구축 후

에 시간 동기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동기화 과정에서 패킷 

교환 횟수가 많다. TSRA 알고리즘은 러딩 라우  로

토콜에 시간 동기화 정보를 포함하여 라우  트리 구축과 

시간 동기화를 동시에 실행하여 효율성을 높 다.

3. TSRA-BL 구축 알고리즘

  TSRA-BL 알고리즘의 시간 동기화 과정을 그림 1에 

흐름도로 표 하 다.

  TSRA-BL 알고리즘은 러딩 라우  로토콜의 역방

향 패킷을 활용하여 라우  트리 구축과 시간 동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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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시간 동기화 과정에서 양

방향 LTS 연산을 수행하여 시간 동기화에 한 정 도를 

높 다. 한 시간 동기 패킷을 비콘 신호로 활용하여 노

드의 클럭 휨 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오차를 보정

한다.

(그림 1) TSRA-BL 알고리즘

  TSRA-BL은 두 노드간 시간 차이를 부모노드가 계산

해서 자식 노드에게 보낸다. 자식 노드는 부모에게 받은 

시간차 값 외에 스스로 LTS 연산을 수행한다. 부모 노드

가 보내  시간 차이와 자신이 계산한 시간 차이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차 계산에 포함되는 오차를 

일 수 있다. 

(그림 2) TSRA-BL 시간 동기화 기법

  센서 노드들은 그림 2와 같은 단계를 거쳐 라우  트리

와 시간을 동기화한다. 그림 2에서 0번 노드는 기지국 노

드로써 네트워크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기 이 된다. 0번 

노드와 근 한 1번 노드와 1번 노드에 근 한 2번 노드가 

트리를 구성하여 0번 노드의 시간으로 동기화를 진행한다.

  ① 0번 노드는 자신의 로컬 시간을 담아 라운드 패킷을 

방송한다. 시간 동기가 되지 않은 1번 노드는 0번이 보낸 

라운드 패킷을 받게 되고 자신의 라운드와 비교하여 최신 

라운드 일 때 해당 라운드 패킷을 받은 시간을 기록한다. 

  ② 1번 노드는 그 과정에서 얻은 두 시간과 부모노드 

ID, 재 시간을 포함 시켜 방송한다. 패킷을 수신한 0번 

노드는 라운드 확인을 통하여 역방향 패킷인지를 먼  

악하고, 패킷에 기록된 부모ID를 확인하여 자신의 ID와 

같을 경우에는 패킷을 받은 시간과 패킷 내에 포함된 세 

개의 시간을 사용하여 LTS 연산을 수행한다. 

  ③ 0번 노드는 LTS 연산의 결과와 2차 LTS연산에 필

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1번 노드에게 시간 동기 패킷을 보

낸다. 시간 동기 패킷을 수신한 1번 노드는 패킷에 포함된 

시간 정보들로 LTS 연산을 수행하여 두 가지 오 셋을 

갖는다. 두 가지 오 셋은 다음 수식을 통해 둘 에 0번 

노드의 시간과의 차이가 은 값을 선택한다. 

Candidate1 = | Parent_ts -(Current_ts - Offset_on_Packet |

Candidate2 = | Parent_ts -(Current_ts - Result_of_2
nd
LTS |

한 시간 동기 패킷을 비콘 신호로 인식하여 해당 라운

드의 기 이 되는 시간과 패킷에 포함된 송 지연시간 

정보를 기 으로 자신의 시간을 수정한다.

  ④ 2번 노드는 1번 노드가 보낸 새로운 라운드 패킷을 

수신하고, ②과정을 수행한다. 그런데 1번 노드가 시간 동

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2번 노드가 보낸 역방향 패

킷을 받게 되면 먼  2번 노드를 자신의 자식노드로 인식

을 하고, 시간 값을 따로 장 해 두었다가 1번 노드 자신

이 시간 동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LTS 연산을 하여 시간 

오차를 2번 노드에게 송한다.

  기 이 되는 0번 노드는 일정한 라운드 갱신 시간을 두

어 새로운 라운드를 수행하게 되고,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가 기  시간으로 동기화되는 시 까지 와 같은 과

정을 연쇄 으로 반복한다. 

4. 시뮬 이션  성능분석

  본 실험에서는 총 100 개의 노드를 격자형과 랜덤한 

치에 기 배치시켜 실험을 진행하 다. 력 소비량 기

은 버클리 모트 력 소모량 측정표[8]를 참고하 다.

  TSRA-BL 알고리즘은 200 의 라운드 시간 간격으로 

토폴로지 구성과 시간동기화를 수행한다. 100개의 노드들

에게는 서로 다른 로컬 시간을 갖게 하기 해서, 싱크노

드를 제외하고 모두 -10 에서 10  사이의 랜덤한 오차 

값을 주었다. 클럭 휨 값은 각 노드마다 -0.001%부터 

0.001% 까지 랜덤하게 설정하 다.

  NS2 시뮬 이터서 환경변수를 노드 배치 방식과 클럭 

휨 값의 용을 다르게 설정하여 TPSN과 TSRA-BL 방

식의 총 여덟 가지 경우에 한 실험 결과를 볼 수 있도

록 하 다.

  그림 3은 각 라운드별 기 오차 값으로 1라운드가 시

작될 때 랜덤하게 분포 된 시간 오차가 첫 라운드가 지난 

후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다. 2라운드 이후의 그래 는 수

의 표  범 가 100분의 1  단  이하고 낮기 때문에 2

라운드 이후의 상황은 그림 4에 세 하게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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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라운드별 기 오차

(그림 4) 2라운드 이후의 라운드별 기 오차

(그림 5) 수정시간 용 후 시간 편차

(그림 6) 라운드별 에 지 잔량 

  TPSN 알고리즘은 그림 4에서처럼 클럭 휨 값을 랜덤

하게 설정하 을 때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오차가 계속 

된다. TSRA-BL에서는 시간을 동기화 할 때 이를 보정

하는 방법으로 클럭 휨에 의한 오차를 보정하여 클럭 휨 

값이 랜덤하게 설정 된 경우에도 더욱 정 하게 시간 동

기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림 5는 TSRA-BL 방식을 용한 후의 시간 차이를 

보여 다. 클럭 휨 값을 0으로 설정한 실험과 랜덤하게 설

정한 실험에서 평균 으로 만분의 일  단 의 미세한 시

간차이를 보 고, TPSN 알고리즘은 평균 으로 0.005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 다.

  그림 6은 라운드별로 시간동기화가 이루어진 시 의 에

지 잔량을 나타낸다. TPSN 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

보다  TSRA-BL 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 에 지 소모

가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PSN은 라우  트리 구

축과정과 시간 동기화 과정을 별도로 수행하고, 

TSRA-BL은 두 과정의 통합하여 패킷 교환 횟수가 어

들었기 때문이다.

5. 결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네트워크의 시간 동기화 

기법과 라우  트리 구축 기법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

진다.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상 제한 인 컴퓨  환경과 

력량 때문에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LTS 연산을 수행하여 라우  트

리 구축과 보다 정 한 시간 동기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

는 TSRA-BL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해 

TSRA-BL은 TPSN보다 패킷 교환 횟수를 이고, 정

한 시간 동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 실제 센서 노드에 용하고, 데이터를 

포함한 패킷에 해 실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의 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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