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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페이스와이어는 IEEE 1355 표준[1]을 바탕으
로 우주 비행체의 온보드(on-board) 데이터 처리
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ESA(European Space 

Agency)에 의해 표준[2]로 채택되었다. 스페이스
와이어는 점 대 점 방식의 양방향 통신을 전이중 
방식으로 지원하며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고 네
트워크에 시간 정보 분배를 위한 타임코드
(time-code) 전송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이스와이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타
임 마스터(time master)는 타임코드를 전송하여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든 노드(node)들에게 시간 
정보를 분배할 수 있는데 타임코드의 전송 과정
에서 전송 지연 및 지터(jitter)가 발생하며 이것은 
시각 동기화 오차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전송 지연
은 타임코드가 타임 마스터나 라우터의 송신부에
서 출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력 지연으로 
타임 마스터와 라우터의 송신부에서 사용되는 송
신 클럭의 14 주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송 지터
는 타임코드가 타임 마스터나 라우터의 송신부에
서 출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터이다. 타임코
드가 출력되어야하는 순간에 다른 문자나 출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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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중이라면 이 문자의 출력이 완료될 때까
지 타임코드의 출력이 지연된다. 이때 발생하는 
지터는 그 최대 크기가 송신 클럭의 10 주기에 
해당한다.

이전 연구 [3]에서는 타임코드 전송 지터에 의
한 시각 동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타임코드 전
송 시에 발생한 지터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전송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전송 지
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표준에 정의된 타임코
드의 제어 플래그를 변형한 확장된 타임코드를 
정의하여 이 확장된 타임코드에 전송 지터를 송
신 클럭의 수로 환산한 정수값을 전송하는 방식
이다. 제안된 방식은 수신측에서 시각 동기화 수
행 과정에서 수신된 전송 지터 정보가 적용되어
야하기 때문에 회로 구현이 복잡해지며 시각 동
기화 관련 사양이 스페이스와이어 표준과 다소 
어긋난다. 다른 연구 [4]는 [5]에서 제안된 브로드
캐스팅(broadcasting)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시
각 동기화 오차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들 방식 모두 스페이스와이어 표준을 변형해야하
거나 추가의 소프트웨어 구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전체의 통신 속도가 
동일한 소규모 스페이스와이어 네트워크에 적용
할 수 있는 시각 동기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이전 연구 [3]과 유사하게 타임코드를 확
장한 방식으로 이전 연구의 방식 보다 단순하며 
전송 지연에 따른 시각 동기화 오차도 제거할 수 
있다. 제안된 방식의 효과는 OMNeT++[6] 기반으
로 개발된 스페이스와이어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7]을 통해 검증된다.

Ⅱ. 본  론

스페이스와이어 네트워크에서 시각 정보를 전
달하기 위해 정의된 타임코드는 패리티를 포함하
여 총 14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타임코드의 용도
를 확장하기 위한 제어 플래그 2비트와 타임마스
터로부터 전달되는 6비트의 클럭 카운트(clock 

count)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2비트의 제어 
플래그를 이용하여 타임코드를 3가지로 세분화하
여 사용한다. 

제어 플래그가 “00” 이며 6비트 클럭 카운트를 
포함하는 기존의 타임코드를 NTC(Normal 

Time-Code)라 명명한다. 제어 플래그가 “01”이며 
6비트 클럭 카운트를 포함하는 타임코드를 
LJT(Least Jitter Time-Code)라고 새로 정의한다. 

이것은 전송 지터가 최소로 발생한 타임코드를 
의미하며 NTC와 마찬가지로 타임 마스터의 클럭 
카운트 정보를 전달한다. 끝으로 제어 플래그가 
“10”이며 6비트 홉 카운트(hop count)를 포함하
는 타임코드를 HCT(Hop Count Time-Code)라고 
새로 정의한다. 이것은 타임코드가 전송되는 경로
에 존재하는 홉의 수(를 전달한다.

기존의 타임코드를 확장하여 새롭게 정의된 

LJT와 HCT를 이용하여 시각동기화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그 효과를 보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소규모 스페이스와이어 네트워크
로 구성된 시스템을 가정한다. 그리고 
OMNeT++[6] 기반으로 개발된 스페이스와이어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7]을 이용해 그림 1의 
시스템을 모사하여 제안된 방식의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그림 1. 소규모 스페이스와이어 네트워크

2.1 LJT를 이용한 시각동기화
NTC가 타임 마스터로부터 출력될 때에는 최소 

1비트에서 최대 10비트까지의 전송 지터가 발생
하며 라우터로부터 출력될 때에는 최소 2비트에
서 최대 10비트까지의 전송 지터가 발생하게 된
다[7]. 타임 마스터나 라우터에 포함되어 있는 스
페이스와이어 송신 회로에서 NTC가 전송될 때 
전송 지터가 최소로 발생하는 NTC 구별할 수 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전송 지터
의 영향이 최소일 때 시각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
다.

a. 타임 마스터는 전송 지터가 최소로 발생하
는 NTC를 LJT로 변경하여 출력.

b. LJT를 수신한 라우터는 수신된 LJT를 출력
할 때 전송 지터가 최소로 발생하게 되면 수신된 
LJT를 그대로 출력.

c. LJT를 수신한 라우터는 수신된 LJT를 출력
할 때 전송 지터가 최소값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는 경우에는 수신된 LJT의 제어플래그를 “00”으
로 설정하여 NTC로 변경하여 출력.

d. 타임 마스터와 시각동기화를 수행하는 노드
들은 LJT를 수신할 때만 시각 동기화 수행.

표 1. LJT 수신율(단위: %)

네트워크
사용율(%)

router 1 node 1 router 2 node 2 node 3

약 25 12 4.5 5 2.3 2.2

약 50 11.5 2.9 3.4 1.2 0.8

약 95 11.3 2.7 2.5 0.4 0.5

표 1은 그림 1의 스페이스와이어 네트워크에서 
타임 마스터가 전송한 NTC가 각 라우터와 노드
에서 LJT로 수신된 비율을 보여준다. 네트워크의 
사용율에 따라 LJT 수신율이 다소 변화하고 홉의 
수가 증가할수록 LJT 수신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JT만을 이용한 시각동기화는 
홉의 수가 2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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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LJT와 HCT를 이용한 시각동기화
전송 지터가 최소로 발생하는 LJT를 이용해서 

시각 동기화를 수행해도 타임코드 출력 시 발생
하는 클럭의 14 주기에 해당하는 전송 지연은 극
복할 수 없다. 이 전송 지연은 홉의 수에 비례하
여 발생한다. 따라서 LJT를 수신하는 노드에서 타
임 마스터로부터의 홉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이
용할 수 있다면 전송 진연에 따른 시각동기화 오
차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전송 지터의 영향이 최소일 때 시
각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다.

a. 타임 마스터는 전송 지터가 최소로 발생하
는 NTC를 LJT로 변경하여 출력.

b. NTC를 출력한 타임 마스터는 6비트 홉 카
운트 값이 1인 HCT를 출력.

c. LJT를 수신한 라우터는 수신된 LJT를 출력
할 때 전송 지터가 최소로 발생하게 되면 수신된 
LJT를 그대로 출력.

d. LJT를 수신한 라우터는 수신된 LJT를 출력
할 때 전송 지터가 최소값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는 경우에는 수신된 LJT의 제어플래그를 “00”으
로 설정하여 NTC로 변경하여 출력.

e. HCT를 수신한 라우터는 수신된 홉 카운트 
값이 63보다 작으면 이를 1 증가하고 그렇지 않
으면 그대로 HCT로 출력.

f. 타임 마스터와 시각동기화를 수행하는 노드
들은 수신된 HCT에 포함된 홉 카운트 값을 이용
하여 LJT를 수신할 때만 오차 ‘×홉카운트’를 
적용하여 시각 동기화 수행.

그림 2, 3, 4는 그림 1의 스페이스와이어 네트
워크에서 네트워크 사용율이 약 50%인 경우, 

NTC만을 이용하여 시각동기화를 수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시각동기화 오차 발생 통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5, 6, 7은 LJT와 HCT를 함께 이용하
여 시각동기화를 수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시각동
기화 오차 발생 통계를 보여준다. 표 2는 그림 
2-7에 나타난 시각동기화 오차의 발생 범위를 정
리한 것이다. 제안된 방안이 시각동기화 오차 개
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시각동기화 오차: 노드1, NTC

그림 3. 시각동기화 오차: 노드2, NTC

그림 4. 시각동기화 오차: 노드3, NTC

그림 5. 시각동기화 오차: 노드1, LJT + HCT

그림 6. 시각동기화 오차: 노드2, LJT + HCT

그림 7. 시각동기화 오차: 노드3, LJT + HCT

표 2. 시각동기화 오차

구분 node 1 node 2 node 3

NTC 이용[μsec] 3.0~4.7 4.5~7.0 4.5~7.0

LJT+HCT 이용[nsec] 94~193 195~294 245~344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페이스와이어 표준에 정의되
어 있는 타임코드를 확장하여 전송 지터가 최소
로 발생한 타임코드를 판별하고 타임 마스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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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타임코드를 수신하는 노드 사이의 홉 카운트
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시각동기화 방안은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안의 효
과는 OMNeT++을 기반으로 개발된 스페이스와
이어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하여 검토되
었다.

제안된 방안은 스페이스와이어 표준에 제안된 
타임코드 전송회로를 조금만 수정하면 구현할 수 
있으며 적용에 따른 시각동기화 오차 개선 효과
가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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