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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에서의 CoAP 기반 시각 동기화 기법

( CoAP-based Time Synchronization Algorithm in Sensor Network )

김 낙 우
*
, 손 승 철

*
, 박 일 균

**
, 유 홍 연

*
, 이 병 탁

**

( Nac-Woo Kimⓒ, Seung-Chul Son, Il-Kyun Park, Hong-Yeon Yu, and Byung-Tak Lee )

요  약

본 논문은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CoAP(Constrained-Application Protocol)을 이용한 시각 동기화 기법에 한 것으로 별도의 

시각 장치를 내장하지 않은 센서 노드와 인터넷을 통해 시각 서버에 연결된 센서 노드 계기 간 시각을 동기화하는 기술에 

한 것이다. CoAP은 송 지연  패킷 손실 등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 의 성능을 갖는 센서노드를 통해 센서 데

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토콜이다. 본 논문에서는 CoAP의 옵션 확장을 통해 가의 IP기반 소형 센서 노드나 

따로 IP에 연결되지 않은 센서 노드로부터 센서 노드 계기 간의 센서 데이터 수신 시각을 정확히 동기화 설정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사용 인 범용 로토콜 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용 로토콜인 CoAP을 사용함으로써, 부가 인 센서 노

드나 계기에서의 서비스 부담 없이 이용 가능 하다. CoAP을 이용한 시각 동기화 기법은 NTP(Network Time Protocol) 

비 평균 2ms 내의 오차를 가지며, 비용으로 강건한 시각 동기화 기법을 제공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time synchronization algorithm using CoAP(constrained-application protocol) in sensor 

network environment, which handles a technique that synchronizes an explicit timestamp between sensor nodes not 

including an additional module for time-setting and sensor node gateway linked to internet time server. CoAP is a 

standard protocol for sensor data communication among sensor nodes and sensor node gateway to be built much less 

memory and power supply in constrained network surroundings including serious network jitter, packet losses, etc. We 

have supplied an exact time synchronization implementation among small and cheap IP-based sensor nodes or non-IP 

based sensor nodes and sensor node gateway in sensor network using CoAP message header’s option extension. On behalf 

of conventional network time synchronization method, as our approach uses an exclusive protocol ‘CoAP’ in sensor 

network, it is not to become an additional burden for synchronization service to sensor nodes or sensor node gateway. 

This method has an average error about 2ms comparing to NTP service and offers a low-cost and robust network time 

synchroniz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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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각 동기화 기법은 유무선 네트워크 역에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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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노드 시각을 세계 표 시와 동기화하기 한 것으

로,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국방, 환경, 재난, 보안 

등에 필수 으로 사용되며, 최근 IoT(Internet of 

Things)[1]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센서 노드

와 센서 노드 계기(Remote Terminal Unit, RTU) 간

의 시각 동기화 기법이 크게 각 받고 있다. 센서 네트

워크에서의 시각 동기화 기법은 센서 노드에서 발생하

는 센싱 데이터의 순서화  주변 센서 노드에서 발생

하는 복 이벤트의 구분, 센서 노드 타임 스탬  발행, 

(421)



40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CoAP 기반 시각 동기화 기법 김낙우 외

병행 제어 등 다양한 활용을 해 요구된다
[2]
. 한, 많

은 센서 노드들은 력의 효율화를 해 슬립 모드 등

을 지원하며, 슬립 모드에서 액티  모드로 환 시 

RTU와의 역 인 시각 재동기화가 필수 으로 요구

된다.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표 인 시각동기화 기법으로 

NTP(Network Time Protocol)
[3]
가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의 센서 노드가 갈수록 소형화, 가격화, 력

화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처리 성능을 기반으로 기존의 

멀티 홉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시각 동기화 기법을 그

로 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시각 동기화 기법으로 TPSN(Timing-sync Protocol 

for Sensor Networks)
[4]
 혹은 RBS(Reference 

Broadcasting Synchronization)[5], FTSP(Flooding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6], IEEE 1588 로토

콜
[7～8]

 등이 활용되고 있다
[9]
.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와 RTU간 센서 데이터 

달을 한 로토콜로써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표
[10]

을 용하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CoAP을 이용한 IP기반 혹은 non-IP 기반에서의 시각 

동기화 기능을 새롭게 구 하여 용하 다. 이를 통해 

CoAP기반 센서데이터 송 표 과 추가 인 시각 동

기화 기법을 모두 용해야하는 센서 노드와 RTU에서

의 리소스 사용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시키고자 하

는 목 을 달성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Ⅱ장에서는 

련된 시각동기화 기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Ⅲ장에서 최

근 완성된 CoAP 표 에 해 간략히 기술하고, Ⅳ장에

그림 1. CoAP 기반 시각 동기화 용을 한 네트워크 

구성 환경

Fig. 1. Network configuration environment for CoAP 

based time synchronization.

서는 CoAP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각 동기화 기법을 

제안한다. Ⅴ장에서는 시험 환경  실험 결과를 보이

고, 최종 으로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그림 1은 

CoAP 기반 시각 동기화 용을 한 네트워크 구성 환

경을 보이고 있다. 

Ⅱ. 관련 연구 및 기술 표준

시각동기화 연구는 오랜 시간 지속 으로 연구된 분

야이면서 많은 진보된 기법이 제안되기도 하 지만, 그

에서도 NTP는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NTP는 인터넷과 같은 규모 정  토폴로지 네트워크

에서의 시각동기화를 해 고안되었다. NTP는 서버-클

라이언트 모델과 같이 동작하며, 마스터 노드들은 GPS

를 통해 1µs의 정확도로 동기화하고 하  클라이언트 

노드들은 마스터 노드를 통해 연속 인 시각 동기화를 

수행한다. 공용 인터넷 상에서 수십 ms 내의 시각 동기

를 유지할 수 있으며, 로컬 역 네트워크에서 1ms 이

내의 정확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있다. 다만, 센서네트워

크에서의 각 노드들은 성능  자원, 력사용,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 설정 등 다양한 제약 사항이 존재하

기 때문에, 슬립 모드와 같은 에 지 효율성, 동  모바

일 네트워크 에서의 시각동기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NTP는 센서 네트워크에 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센서 노드의 자원사용을 최소화 하면서 네트

워크 통신 로토콜과의 효율 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각동기화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우선, TPSN 

기법은 센서 노드를 트리구조 형태의 계층  토폴로지

를 형성한 후, 하  벨부터 상  벨까지 계층 으

로 시각 동기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시각 동기화 속도

가 매우 빠르지만, 센서 노드의 삽입, 제거 시 토폴로지 

변화에 응이 어렵다. RBS 기법은 로드캐스 을 통

해 RTU가 센서 노드로 참조 메시지 패킷을 보내고, 센

서 노드간 편차 계산을 통해 상  시간차를 기 으로 

시각 동기를 하는 방법이다. 소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송 시간  근 시간을 크게 일 수 있으나, 센서 노

드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메시지 송 횟수가 크게 증가

하여, 많은 력 소비가 발생한다. FTSP 기법은 역

인 참조 메시지 패킷을 러딩 송하여 시각 동기를 

수행하는데, 센서 노드는 복 수신된 메시지를 오류 

요인에 따라 선형 회귀 분석함으로써, 시각 오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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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RTU와 시각 동기화를 이룬다. 시스템 환경에 

약간의 의존성을 가지며, 최  시각 동기 시 까지는 일

정 지연 시간이 소요된다. IEEE 1588의 PTP(Precision 

Time Protocol)은 IP와 UDP 네트워크에서 구  가능하

며, NTP과 유사하다. PTP는 NTP보다 정확한 시각동

기화 성능을 갖지만, NTP보다 많은 메시지를 송수신하

고 기본 데이터 구조가 최소 60바이트를 넘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용이 어렵다.

한편,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력 센서 노드를 한 

IEEE 802.15.4 하  계층 표 을 기반으로 하여, 상  

어 리 이션 로토콜 표 으로 CoAP 표 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내의 

CoRE(Constrained RESTful Environments) 워킹 그룹

에서 2010년부터 표 화 활동 후 최근 RFC 표 으로 

채택되었다[10]. CoAP은 제한된 성능  력을 갖는 센

서 노드와 송 지연  패킷 손실률이 높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아

키텍쳐 기반의 Resource Discovery, 멀티캐스트 지원, 

비동기 트랜잭션 요청  응답을 지원하기 한 웹기반 

로토콜로써, 주로 센서 데이터 달을 목 으로 하고 

있다. CoAP은 RESTful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록시를 통해 기존의 HTTP 웹 로토콜과 쉽게 변환 

 연동이 가능하여, IoT 에서의 모든 사물을 상으로 

CoAP 기반 소통이 가능하다. 다만, CoAP 표 은 센서 

데이터 리소스의 센서 기능, 액 에이터 기능, 디바이스 

명세 기능 등의 묶음을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시

각 동기화 기능을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 노

드에서 CoAP 표  외에 의 TPSN, RBS, IEEE 1588

과 같은 시각 동기화용 모듈을 따로 내장해야 하는 리

소스 낭비가 필수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oAP 표

의 옵션필드를 활용하여 센서 네트워크 표  통신 

로토콜 내에 시각 동기화 기능을 새롭게 구 함으로써, 

센서 노드와 RTU에서의 자원사용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IEEE 802.15.4기반의 

ZigBee에서 뿐 아니라, RS232/485 등의 직렬 통신 인터

페이스를 지원하여 폭넓은 응용분야에 모두 용이 가

능하도록 하 다.

Ⅲ.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기술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은 센서 네

트워크에서의 센서 데이터 송을 한 표  로토콜

이며,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의 폭넓은 용을 해, 

력 기반으로, 비동기 요청/응답을 지원하고, 송 지

연  패킷 손실이 높은 네트워크에서도 운용 가능하도

록 고안되었다. 이는 사물 인터넷 하의 사물이 보통 

가의 성능 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TCP/HTTP 표 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통신 모듈도 

비용  부피 문제 등으로 인해 IEEE 802.15.4 (e.g. 

ZigBee)와 같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기에, 제한된 네

트워크 환경에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1. CoAP 기능 및 특징

CoAP의 특징은 HTTP와 유사하면서도 UDP 환경에

서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며, 기본 으로 

UDP 계층 에서 비동기 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신뢰

성있는 달을 해 Reset Message를 통한 재 송  

타이머 리를 옵션으로 포함한다
[11]

. 한, CoAP 메시

지 포맷은 경량화된 옵션  페이로드를 포함한 4바이

트의 고정 바이 리 헤더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오버헤

드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 그림 2는 CoAP 추상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 CoAP 추상 계층 구조 

Fig. 2. Abstract layering of CoAP.

2. CoAP기반 메시지 전송

그림 3의 CoAP 메시지 포맷은 4바이트의 고정 헤더

를 갖고 있으며, 이어 Token과 Options, Payload 순으

로 배치되어 있다. 고정 헤더의 첫 2비트 V는 버 , 다

음 2비트 T는 메시지 타입을 의미한다. 메시지 타입은 

확인형(CON), 비확인형(NON), 승인(ACK), 리셋(RST)

으로 구분되며, 요청과 응답 메시지의 교환을 통해 메

시지가 달된다. 신뢰성 있는 메시지의 달은 확인형

(CON) 메시지와 승인(ACK) 메시지가 서로 교환을 통

해 이루어지며, 연속 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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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AP 메시지 포맷

Fig. 3. CoAP message format.

그림 4. 피기백 형태의 CoAP 메시지 송

Fig. 4. CoAP message format with piggy-backed 

responses.

따로 승인(ACK) 메시지가 필요없는 비확인형(NON) 

메시지를 이용한다. 이 때, 센서 데이터 값은 피기백 방

식을 통해 승인(ACK) 메시지에 담겨 송된다 (그림 4 

참조). 4비트 TKL 필드는 Token 필드의 길이를 나타

낸다. 8비트의 Code 필드는 3비트는 클래스(class, ‘c’)

를, 5비트는 상세 내용(detail, ‘d’)을 의미한다. 클래스는 

요청(0), 성공  응답(2), 클라이언트 에러 응답(4), 서버 

에러 응답(5) 으로 구분된다. 클래스에 따라 요청의 경

우 ‘0.01’은 ‘GET’, ‘0.02’는 ‘POST’, ‘0.03’은 ‘PUT’, ‘0.04’

는 ‘DELETE’를 의미하고, 응답의 경우 ‘2.01’은 

‘Created’, ’2.02’는 ‘Deleted’, ‘2.03’은 ‘Valid’, ‘2.04’는 

‘Chaged’, ‘2.05’는 ‘Content’를 나타낸다. 즉, 클래스와 

상세 내용에 한 표 은 보통 ‘c.dd’ 형태를 갖는다. 

CoAP 메시지 포맷에서 다음 필드인 Token은 메시지

을 확인하는 필드이고, 메시지 ID는 각각의 트랜잭션

을 의미한다.

Ⅳ. CoAP 기반 시각 동기화 기법 

본 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CoAP 기반 시각 동기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  CoAP 서버(센서 노드) 장치는 CoAP 

클라이언트(센서 노드 계기)의 시각 정보로 자신의 

시각을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두 번의 메시지 교

환으로 노드 간 시각이 갱신되어 일치하는 지 확인한

그림 5. CoAP 기반 시각 동기화 과정

Fig. 5. CoAP based time synchronization process.

다. 이 때, 송 지연으로 인한 시각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 지연 보정 차를 추가로 수행한다. CoAP 

클라이언트는 송 지연 계산 요청을 한 CoAP 메시

지에 재 시각을 기입하여 CoAP 서버로 송한다. 

CoAP 서버는 수신된 메시지의 시각값과 재 서버 시

각과의 차이값을 다시 CoAP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CoAP 클라이언트는 이  기록된 타임스탬 와 재 

메시지 도착 시각으로부터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구한

다. CoAP 클라이언트는 CoAP 서버에 PUT 메소드로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송하여 CoAP 서버의 재 시

각에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더해 CoAP 서버의 동기 시

각을 보정한다.  

본 논문은 시각 동기 기법을 CoAP 기반으로 구 하

기 해, 첫 단계에서 시각 정보 송  응답을 CoAP 

확장 옵션 형태로 이용하여, 피기백 송하 다. 다음 

단계에서, 송 지연 보정을 해 旣 정의된 특정 URI 

‘/delay’를 이용하여 질의를 주는 메시지 형태로 구 하

다. 먼  CoAP 클라이언트에서 ‘GET /delay’ 를 요

청하면, 이를 수신한 CoAP 서버는 응답 메시지  동

기 지연 시간을 반환하고, CoAP 클라이언트는 네트워

크 지연 시간을 구한다. CoAP 클라이언트에서 ‘PUT 

/delay’ 메시지를 통해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송하면, 

CoAP 서버는 지연 시간을 재 시각 값에 더하여 시각

을 보정하고 ‘ACK’를 반환한다. 그림 5는 이러한 CoAP 

기반 시각 동기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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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 공유 프로세스

CoAP 기반 시각 동기화 기법에서 첫 단계로 CoAP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시각을 공유한다. 상호 시각 공

유는 CoAP 클라이언트의 재 시각을 기 으로 한다. 

시각 동기를 한 Sync 옵션은 4 바이트 길이의 타임

스탬 를 사용한다. 

그림 6-(a)처럼 임의의 센서 정보를 얻기 한 CoAP

에서의 ‘GET’ 메시지에 CoAP 클라이언트 타임스탬  

값을 Sync 옵션에 담아 피기백 송한다. 이 때, ‘0.01’

은 CoAP 메시지의 Code 필드로써, 요청(0) 클래스의 

‘GET’ 방법을 의미한다. 복 송을 막기 한 메시지 

ID ‘2500’ 와 메시지  확인을 한 Token 필드 ‘ed’(16

진수)를 이용하 다. 그림 6-(b) 는 Sync 옵션을 포함

한 CoAP 서버의 응답 메시지이다. 여기서의 Sync 옵션 

값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AP 클라이언트 장

치에 CoAP 서버의 시간을 업데이트 하기  두 장치 

간의 시간 차이 ‘Adiff’를 기록한다. 이러한 CoAP 요청 

 응답 메시지를 최소 두 번 반복하면, CoAP 서버에

서 CoAP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응답 메시지의 Sync 옵

션 값이 ‘0’으로 설정되어, 두 장치 간 같은 시각 정보를 

공유하는 시 에 송 지연 보정 단계로 진입한다.

CON 0.01 GET coap://coap.svr.net/timestamp [2500]

Token : ed

Sync : ‘A’

(a)

ACK 2.05 Content [2500]

Token : ed

Sync : ‘Adiff’

(b)

그림 6. 시각 공유 차 

(a) CoAP 클라이언트 요청 (b) CoAP 서버 응답

Fig. 6. Time sharing process (a) CoAP client request 

(b) CoAP server response. 

2. 전송 지연 보정 프로세스

CoAP 서버-클라이언트 간 시각 공유 후에는 별도의 

CoAP 요청/응답 메시지를 통해 송 지연 보정 단계로 

진행한다. CoAP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재 시각 정보 

‘C’를 기록하여, uri-path ‘/delay’ 를 통해 CoAP 서버로 

네트워크 송 지연 보정 로세스가 시작됨을 알리고,  

그림 7과 같이 CoAP 서버는 CoAP 클라이언트에서 보

CON 0.01 GET coap://coap.svr.net/delay [2508]

Token : 37

Sync : ‘C’

(a)

ACK 2.05 Content [2508]

Token : 37

Sync : ‘Sdiff’

(b)

그림 7. 동기 지연 시간 계산 

(a) CoAP 클라이언트 요청 (b) CoAP 서버 응답

Fig. 7. Calculation for sync delay time (a) CoAP client 

request (b) CoAP server response. 

CON 0.03 PUT coap://coap.svr.net/delay [2509]

Token : 7f

Sync : ‘E’

(a)

ACK 2.05 Content [2509]

Token : 7f

Sync : ‘G’

(b)

그림 8. 송 지연 보정 차 

(a) CoAP 클라이언트 요청 (b) CoAP 서버 응답

Fig. 8. Network delay time correction process (a) CoAP 

client request (b) CoAP server response. 

낸 시각 정보 ‘C’와 서버의 재 시각과의 차분 ‘Sdiff’을 

계산하여, 동기 지연 시간을 다시 CoAP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반환한다. 

그림 8은 송 지연 보정 차이다. CoAP 클라이언

트는 CON 메시지 송신 시각 ‘C’와 ACK 메시지 수신 

시각 ‘D’를 차분하여, 네트워크 지연 시간 

‘E’=(‘D’-’C’)/2 를 계산하고, PUT 메시지를 통해 ‘E’를 

송하면, CoAP 서버는 재 시각 값 ‘F’에 ‘E’를 더하

여 재 시각 ‘G’를 설정하고, CoAP 클라이언트에 ‘2.04 

Changed’를 반환한다. 

3. 시각 동기 재확인 프로세스

시각 동기 재확인 로세스는 시각 동기화 이후 각 

장치간 공유된 동기 값이 계속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기 

한 과정이다. 송 지연 보정 로세스처럼, CoAP 클

라이언트에서 보낸 시각 정보 ‘C’와 서버의 재 시각과

의 차분을 계산하여, 동기 지연 시간 ‘Sdiff’를 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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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동기 지연 시간 ‘Sdiff’가 旣 지정된 허용 오차를 넘

어설 경우, CoAP 서버-클라이언트 간 시각 공유 차

부터 시각 동기 차를 재개시 한다.

Ⅴ. 실험 결과 및 성능 평가

1. 실험 환경 설정

그림 9에서는 CoAP기반 시각 동기 시스템 환경을 

나타낸다.  시스템은 CoAP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센

서 노드 계기 (SN: Sink Node), CoAP 서버가 동작하

는 센서 노드(S: Sensor), 그리고 시각 동기 시간을 확

인하기 한 분석기 등으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 계

기는 ‘Linux O/S’를 기반으로 하 으며, 센서노드는 

‘Raspbian O/S’를 포 하여 사용하 다. NTP와의 비교

를 해 UDP/IP 로토콜 상 에 CoAP을 계층화하여 

센서 노드에서 센서 노드 계기 간 시각 동기화를 실

험하 다.

그림 9. CoAP 기반 시각 동기 시스템 환경

Fig. 9. System environment for CoAP based time 

synchronization.

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단일-홉 센서 네트워크와 멀티-홉 센

서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CoAP기반 시각 동기화 기법

과 NTP 서버를 통한 시각 동기화 기법과의 상호 동기 

시간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단일-홉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NTP 비 동기 시각 차이 (STD: Sync. Time 

Difference)는 평균 -1.3ms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 

각 홉간의 네트워크 시간 지연(NTD: Network Time 

Delay)은 평균 0.1ms 정도이다. 2-홉, 3-홉 센서 네트워

크에서는 동기 시각 오류가 차례로 되어 NTP 비 

각각 -1.56ms, -2.1ms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 2-홉, 

3-홉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각 홉 간의 평균 네트워크 

시간 지연은 각각 0.13ms, 0.1ms이다. 그림 10의 (c),(d)

에서 홉의 증가에 따라 STD값이 선형 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각 센서노드 장치에서 오슬 이터로 인한 

시각 왜곡 오차가 양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 어느 한 

방향만으로 일정하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홉의 

증가에 따른 STD값이 단순 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향은 그림 11에서의 (a),(e)와 (c)에

서 시간 흐름에 따른 기울기 변화가 서로 동일하지 않

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멀티홉 네트워크에서 동기 

시각 차이에 한 표  오차는 90  주기의 3홉 네트워

크에서 최 값 0.23을 나타내며, 이 때의 표  편차(σ)

는 최 값 5.0을 갖는다. 네트워크 시간 지연에 한 표

 오차는 60  주기의 1홉 네트워크에서 최 값 0.06

을 보이며, 이 때 표 편차(σ)는 1.35이다.

그림 11은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NTP 비 

동기 시각 차이를 네트워크 시간 지연과 함께 각각 비

교한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 장치에서의 동

기화된 시각이 증감하며 오차가 차로 되어 증가

하는 경향을 알 수 있으며, 30  혹은 60  등의 동기화 

주기에 따라 CoAP 동기화 메시지 송을 통해 각 장치

에서의 시각 동기 오차가 일정하게 0으로 수렴함을 확

(a)                        (b)

(c)                        (d)

그림 10. 시각동기 주기에 따른 NTP-CoAP간 지연시간 

차이 비교 (a) 30  주기 (b) 60  주기 (c) 90  

주기 (d) 120  주기

Fig. 10. Comparison of delay time difference between 

NTP-CoAP by time sync period (a) 30s period 

(b) 60s period (c) 90s period (d) 120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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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11.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 기반 시각 동기 차이 비

교 (a)/(c)/(e) 30  주기 (각 1/2/3-홉 네트워크), 

(b)/ (d)/(f) 60  주기 (각 1/2/3-홉 네트워크)

Fig. 11. Comparison of time sync difference in multi-hop 

sensor network (a)/(c)/(e) 30s period (each 

1/2/3-hop network), (b)/(d)/(f) 60s period (each 

1/2/3-hop network).

인할 수 있다. 동기화 주기를 더 길게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킬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그림 12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최  지연시간을 비

교한다. 그림 12에서 3-홉 네트워크의 최  동기 차는 

네트워크 지터  S/W 처리 등으로 인하여, 

(+)7ms~(-)11ms 차이가 발생했으며, 1-홉, 2-홉 네트워

크에서는 각각 (+)4ms~(-)8ms, (+)5ms~(-)11ms의 

NTP 비 최  동기 차를 보이고 있다. 제안하는 시각 

동기 로토콜이 NTP 동기 시각 비하여 3-hop 센서 

네트워크에서 평균 (-)2ms, 최  (-)11ms 정도 오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 건물이나 교통, 환경, 력 등의 

통합 제용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서 노드와 센서 

노드 계기 간의 센서데이터 교환이 통상 1  단  이

상 간격을 기 으로 데이터 통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용가능한 수 의 차이로 단된다. 

(a)                        (b)

(c)                        (d)

그림 12.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최  지연 시간 비

교 (a) 30  주기 (b) 60  주기 (c) 90  주기 (d) 

120  주기

Fig. 12. Comparison of maximum delay time in multi-hop 

sensor network (a) 30s period (b) 60s period (c) 

90s period (d) 120s period.

그림 13. 동기화 주기에 따른 네트워크 오버헤드 측정

Fig. 13. Network overhead test by synchronization period.

시각 동기화를 한 데이터 패킷 교환은 그 주기가 

짧을수록 각 노드에서의 시간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네

트워크에서의 패킷 오버헤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한 

동기화 주기를 선택해야한다. 이를 해 그림 13에서 

동기화 주기에 따른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측정하 다. 

NTP을 통한 패킷 오버헤드와 CoAP 표 으로 센서 데

이터 통신을 하고, NTP를 통해 시각 동기화를 할 경우

의 네트워크 오버헤드, 그리고 제안하는 CoAP 표 기

반으로 시각 동기화 옵션을 추가했을 때의 패킷 오버헤

드를 각각 비교하 다. 실험결과는 네트워크 상에서  

시각 동기화만 고려한다면, NTP가 가장 작은 오버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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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지만,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CoAP표 을 통해 데

이터를 교환하면서 동시에 시각 동기화를 진행해야 함

을 고려할 때,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CoAP과 

NTP 각각의 오버헤드를 모두 포함했을 경우보다 약 

17% 정도 수치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NTP 와 같은 시각 동기화 기법을 사

용하기 어려운 RS232/485 등의 non-IP 시스템 환경에

서도 용 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 네트

워크 환경에서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ⅤI. 결  론 

기존 분산 네트워크에서의 각 노드 간 시각 동기화를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TPSN, RBS, FTSP, IEEE 

1588 로토콜 등은 IEEE 802.15.4와 같은 제한된 처리 

성능과 력을 갖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 인 

시각 동기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한, 부분 IP 네

트워크 환경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Serial 통신 등의 

Non-IP 환경에서의 사용이 곤란하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최근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표  데이터 송 표

으로 새롭게 등장한 CoAP을 이용하여, CoAP의 메시지 

달 차를 통해 센서 노드와 센서 노드 계기 간 시

각 차  송 지연을 고려한 IP 혹은 non-IP 환경에서

의 시각 동기 기법을 새롭게 제안하 다. 

센서 데이터 송 표  로토콜인 CoAP을 통해 노

드와 계기 간의 시각 정보를 동기화 하기 때문에, 타 

시각 동기 알고리즘을 추가로 용하는 것 보다 센서 

네트워크에 부하를 크게 이면서도, 센서 노드의 처리 

성능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장 을 갖는다. 실험 결

과 기존의 분산 시스템에서 용하고 있는 NTP 기반

의 시각 동기화 기법과 비교하여, 최소화된 동기 오차

를 나타낸다.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CoAP기반 시

각 동기화 기법은 환경 감시, 빌딩  공장 리, 도시 

모니터링, 재난 감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폭넓은 활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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