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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time division duplex) 시각 동기화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 IEEE 
1588 PTP 알고리즘을 응용하였으며, 무선 TDD 통신 시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계산된 전파지연 및 클럭 오프셋 시각 보정을 통

해 두 노드간의 시각 동기화를 이루게 하였다. IEEE 1588 PTP 알고리즘의 시각 동기화 과정 및 절차를 최적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이동체에 대한 전파지연 오차 민감도를 감소시켰다. 시각 보정을 통해 생성된 sync flag 신호는 시험 및 측정

값을 통해  1-symbol (1.74 M symbol/sec, ± 287.35 ns) 이내의 최대 +252.5 ns 시각 동기화 정밀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교란 시 생성된 sync flag 신호를 통해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시각 동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wireless time division duplex(TDD) time synchronization technique considering the propagation 
delay between mobile vehicles. The existing IEEE 1588 precision time protocol(IEEE 1588 PTP) algorithm was applied and the 
time synchronization between the two nodes was achieved through the propagation delay and clock offset time correction 
calculated between master slave nodes during wireless TDD communication. The time synchronization process and procedure of 
IEEE 1588 PTP algorithm were optimized, thereby reducing the propagation delay error sensitivity for real-time moving vehicles. 
The sync flag signal generated through the time correction has a time synchronization accuracy of max +252.5 ns within 
1-symbol(1.74 M symbol/sec, ±287.35ns) through test and measuremen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ime synchronization 
between master slave nodes can be achieved through sync flag signal generated during GPS disturbance. 

Key word :  Time division duplex, IEEE 1588 PTP, Time synchronization, Propagation delay, Clock_offset, 
                      Global pos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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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시

스템간의 무선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동 시간 

다종의 동기 데이터 처리 요구환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로 인한 무선 데이터 공유 시스템 수의 증가 및 기준 시스

템에서의 각 시스템별 비동기 데이터 처리 정확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각 시스템들 간 정확한 비동기 데이터 처리를 위

해서는 전체 시스템 또는 특정 시스템 기준의 시각 동기화가 

필요하다. 시각 동기화를 통해 모든 시스템간의 데이터를 기

준 시간으로 데이터 처리함으로써 각 시스템의 비동기 데이

터를 시각적 동기 데이터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각 시스템

간의 비동기 데이터처리의 정확성을 높여 주게 된다[1]-[3]. 
시각 동기화 방법으로는 크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와 같은 외부장치를 이용하는 out-band 방식과 

별도의 외부장치 없이 통신채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in-band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Out-band 방식은 GPS 수신기

와 같은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GPS 신

호를 통해 각 시스템들 간의 시각 동기화를 얻는 방식이다. 
In-band 방식은 다시 pairwise와 one-way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pairwise 동기방식은 동기를 맞추려는 단말과 기준 단

말 간에 동기 패킷을 교환한 후, 동기 패킷에 포함된 타임스

탬프를 사용하여 오차를 계산하여 보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

식은 전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One-way 동기방식은 송신 단말이 동기 패킷에 타임스탬프를 

실어 보내고 수신 단말이 자신의 시간에 타임스탬프를 적용

하는 방식으로, 패킷을 한 번만 전송해도 되지만 단방향에 대

한 경로지연(path delay) 오차가 발생한다. 

최근 군에서는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장거리 통신에 유리하며 시간 자원을 스케쥴링하여 작전에 

참가하는 통신단말의 계획된 QoS(quality of service)를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분할 이중통신(TDD; time division 
duplex) 시분할 다중접속(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인기 및 이동형 지상시스템 등 이

동체간 무선 데이터 공유의 시각 동기화 데이터 처리가 중요

시 되고 있다[4]-[6].
시각 동기화를 위해 각 시스템들에 GPS 수신기를 설치하

여 손쉽게 시각 동기화를 할 수 있지만, GPS 신호가 실내 및 

수중을 비롯한 몇몇의 지역까지 도달하지 않고, 또한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는 점에서 모든 통신 시스템에 GPS를 장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사적인 상황에서 적의 

GPS 방해 능력에 대비하여 아군 무기체계들의 유사시에 GPS
를 대신할 수 있는 시각 동기화 능력 보유를 필요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 동기화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GPS 교란을 대비한 in-band 방식의 이동체

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에 대하여 

그림 1.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in-band 방식의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개념도

Fig. 1. A concept of in-band wireless TDD time 
synchronization technique considering the 
propagation delay between mobile vehicles.

기술 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동체간 전파지 

연을 고려한 in-band 방식의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개

념도를 보여준다.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

각 동기화 기법은 IEEE 1588 PTP 프로토콜 방식을 응용한 형

태로, 실시간으로 위치가 변화하는 이동체에 대해 지속적인 

무선 TDD 시각 동기화를 이루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IEEE 1588 PTP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동체간 전

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에 대하여 기

술 한다. 제 Ⅲ장에서는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에 대한 시험 및 측정을 보여주며, 
Ⅳ장 에서는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IEEE 1588 PTP 프로토콜 기본개념 및 이

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

기화 기법

2-1 IEEE 1588 PTP  프로토콜 기본 개념

IEEE 1588 PTP는 기본적으로 측정 및 제어 시스템 내에서 

분산된 장치들의 클럭(clock)들을 정확하게 동기화하기 위해 

정의된 표준 프로토콜이다. IEEE 1588 PTP는 슬레이브(slave)
의 클럭들을 마스터(master)의 클럭에 동기화를 시켜 네트워

크 내의 모든 시스템 노드들의 이벤트 및 타임스탬프를 동일

한 기준 타이머 값에 기반을 두도록 한다. 시스템노드들 간의 

시각 또는 클럭의 차이를 오프셋(offset)이라고 하며, 각 시스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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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노드들 간 시각을 보정하기 위해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는 클럭 오프셋과 전송지연 보정을 수행한다. 

그림 2는 IEEE 1588 PTP 기법을 설명한다. 마스터 노드가 

sync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송된 시점()을 타임스탬프 한다. 

Sync 메시지 내에 포함된 시각 정보는 상위 프로토콜에서 오

차가 포함된 정보이다. 마스터 노드는 sync 메시지가 전송된 

정확한 시점()을 sync 메시지 내에 싣지 않고 다음 

follow_up 메시지 내에 실어서 전송한다. 슬레이브 노드는 

sync 메시지 수신 시점()을 감지하고 자신의 지역 클럭 기준

으로 저장한다. Sync 메시지만 가지고는 sync 메시지가 마스

터 노드로부터 전송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 이후, 마스

터 노드는 실제 을  follow_up에 실어서 전송하고, 슬레이브 

노드는 follow_up을 받은 시점에 마스터 노드와의 오프셋을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보정하는 방법은 슬레이브 노

드의 타이머 값과 마스터 노드의 타이머 값을 비교한 후 카운

팅한 클럭 시각 차이를 보정한다.

        

   

                          (1)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간의 클럭 오프셋을 계산하였

다 하더라도, 마스터 노드와 스레이브 노드간의 메시지의 전

송지연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간의 정확한 시각 동기화를 얻지 못한다. 마스터 노드와 

그림 2. IEEE 1588 PTP 프로토콜 

Fig. 2. IEEE 1588 precision time protocol.

슬레이브 노드는 메시지의 전송지연을 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delay_req와 delay_resp 타임스탬프 메시지를 사용한다. 

Delay_req는 슬레이브 노드가 전송하는 메시지로서 마스터 노

드와의 전송지연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슬레이브 노드가 

delay_req를 보내면 타이머가 을 계산/유지하게 되고,  시

점에 마스터 노드가 메시지를 받으면 이를 마스터 노드가 기

록하여 delay_resp 메시지 내에 를 포함하여 슬레이브 노드

에게 응답한다. 이 응답 메시지를 받은 슬레이브 노드는 과 

의 차이를 계산하여 전송지연(delay) 구할 수 있고 앞서 계

산한 오프셋 식은 아래의 식 (2)와 같이 재계산된다.

   

    

          

                                (2)

2-2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은 IEEE 1588 PTP 프로토콜 방식을 응

용한 형태로, 실시간으로 위치가 변화하는 이동체에 대해 지

속적인 무선 TDD 시각 동기화를 이루게 한다. 시분할 이중통

신(TDD) 및 시분할 다중접속(TDMA)의 경우 마스터/슬레이

브 노드는 약속된 타임 슬롯 기준으로 서로 간 통신을 하게 

되며, 마스터 노드에서는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별도의 타

임스탬프값 없이도 마스터 노드의 송신시점 및 슬레이브 노

드로 부터의 수신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된 슬레

이브 노드의 수신시점과 실제 수신한 수신시점을 통해 마스

터 노드는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전파지연을 계산 할 수 있

다. 마스터 노드는 계산된 전파지연 값과 마스터 노드의 송신

시점 데이터를 슬레이브 노드로 전달하고, 슬레이브 노드는 

마스터 노드로 부터 전달된 데이터 수신시점을 기록한다. 슬

레이브 노드는 기록한 데이터 수신시점과 마스터 노드로부터 

전달된 전파지연 계산값 및 마스터 노드 송신시점을 통해 마

스터/슬레이브 노드 간 클럭 오프셋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

된 전파지연값 및 클럭 오프셋을 통해 슬레이브 노드는 시각 

보정을 수행 하며, 이를 통해 마스터 노드와의 시각 동기화를 

이루게 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

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flow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마스터 노드는 자신의 송신시점()을 기준으로  슬레이브 노

드로 부터의 수신시점()을 예측하고, 슬레이브 노드로 부터 

실제 수신한 수신시점()과의 차를 나누기 2함으로써 마스터/

슬레이브 노드간 전파지연을 계산할 수 있다. 슬레이브 노드로 

부터 실제 수신한 수신시점()과 예측한 슬레이브 노

https://doi.org/10.12673/jant.2019.2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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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flow 다이어그램

Fig. 3. Wireless TDD time synchronization technique 
considering the propagation delay between mobile 
vehicles flow diagram.

드로 부터의 수신시점()의 차에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슬

레이브에서 마스터 노드로의 왕복 전파지연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두 시점의 차에 나누기 2를 함으로써 마스터/슬레이브 노

드간의 정확한 전파지연을 구할 수 있다. 전파지연에 대한 자세

한 수식적 표현은 식 (3)과 같으며, 그림 4는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무선 TDD 전파지연을 보여준다.  

  

   

 

    

   

         

     

 

  

            (3)

그림 4. 마스터 / 슬레이브 노드간 무선 TDD 전파지연

Fig. 4. Wireless TDD propagation delay between master / 
slave nodes.

마스터 노드는 계산된 전파지연시간() 및 마스터노드 

송신시점() 데이터를 슬레이브 노드로 전달하고, 슬레이브 

노드는 마스터 노드로부터 전달된 데이터 수신시점()을 기

록한다. 슬레이브 노드는 기록한 데이터 수신시점()과 마스

터 노드로부터 전달된 전파지연시간() 및 마스터 노드 송

신시점()을 통해 마스터/슬레이브 노드 간 클럭 오프셋을 

계산한다. 클럭 오프셋의 대한 자세한 수식적 표현은 식 (4)와 

같다. 

         

          

                                            (4)

그림 5는 일반적인 무선 TDD 동기화 모뎀 블록다이어그

램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무선 TDD 동기화 모뎀에서 마스터 

노드는 신호를 송신하기 위해 마스터 노드의 TDD 생성기에

서 TDD sync 신호를 만들고 생성된 TDD sync 신호를 기준으

로 modem 송신부 및 rf transceiver를 통해 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슬레이브 노드에서는 rf transceiver 및 modem 수신부를 

통해 마스터 노드의 송신신호를 수신하고, 동기심볼 검출

(Sync symbol det)을 한다. 검출된 동기심볼을 통해 슬레이브 

노드는 슬레이브 노드의 TDD 생성기를 통해 TDD sync 신호

를 생성하고 생성된 TDD sync를 통해 마스터/슬레이브 노드

는간 통신을 하게 된다. 이때 두 노드의 sync flag 신호를 비교

하게 되면 일정 시간만큼의 차이를 갖게 되는데, 이는 두 노

드간 전파지연 및 클럭 오프셋 차이를 의미한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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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적인 무선 TDD 동기화 모뎀 블록다이어그램

Fig. 5. A typical wireless TDD synchronization modem 
block diagram.

시각 동기화 기범 모뎀 블록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이동체간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모뎀은 일반 무선 TDD 동기화 모

뎀의 슬레이브 노드 TDD 생성기에 sync 오프셋 계산 블록을 

추가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알고리즘을 통해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전파지연 및 클럭 오프셋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슬레

이브 노드는 계산된 전파지연 및 클럭 오프셋을 통해 시각 보정

된 sync flag 신호를 생성하며,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sync 
flag 신호 비교 시 1-symbol 이내 의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모뎀 블록다이어그램

Fig. 6. Wireless TDD time synchronization technique 
modem block diagram considering the propagation 
delay between mobile vehicles.

이렇게 생성된 sync flag 신호는 GPS 교란 시 GPS 신호를 대체

할 기준신호로 사용함으로써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시각 동

기화를 이루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각동기화 기법은 

IEEE 1588 PTP 알고리즘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시각 동기

화 과정 및 절차를 최적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이동

체에 대한 전파지연 오차 민감도를 감소시켰으며, 전파지연 계

산값 응용을 통하여 마스터/ 슬레이브 노드간 상대거리를 예측

할 수 있다. 상대거리 예측에 대한 수식적 표현은 식 (5)와 같다.

       

 

   

           (5)

본 논문에서는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동

기화 기법에 대해 실제 구현함으로써 마스터/슬레이브 노드

간 시각 동기화를 검증하였다. 마스터/슬레이브 노드의 sync 
flag 신호를 통하여 두 노드간 시각 동기화 정밀도를 비교하

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시험 및 측정은 다음 제 3장에서 논

한다.  

Ⅲ.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시험 및 측정

본 장에서는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에 대한 시험 및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당사에서 자

체개발한 C-대역 데이터링크장치 및 SPIRENT 사의 VR5 채널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측정하였으며, 그림 7은 자세한 

시각동기화 시험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7. 시각 동기화 시험 구성도

Fig. 7. Test configuration of time 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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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대거리 50 km 일반 무선 TDD 동기화 모뎀 측정결과

Fig. 8. Relative distance 50 km typical wireless TDD 
synchronization modem measurement result.

일반 무선 TDD 동기화 모뎀 및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동

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모뎀에 

대하여 시험 및 측정하였으며, 마스터/슬레이브 노드의 sync 
flag 신호를 통하여 각 모뎀의 상대거리 조건에 따른 시각동기

화 정밀도를 확인하였다. 이동체에 대한 상대거리 조건은 채널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50 km 및 150 
km 에 대한 시험 및 측정을 하였다.

그림 8 및 그림 9는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상대거리 50 km 
및 150 km 에 대한 일반 무선 TDD 동기화 모뎀의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측정결과 50 km 조건에서 최소 +166.5 us, 최대 

+166.9 us의 시각 동기화 정밀도를 보였으며, 150 km 조건에서 

최소 +499.8 us, 최대 +500.2 us의 시각 동기화 정밀도 보였다.  

그림 9. 상대거리 150 km 일반 무선 TDD 동기화 모뎀         

  측정결과

Fig. 9. Relative distance 150 km typical wireless TDD 
synchronization modem measurement result.

그림 10. 상대거리 50 km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모뎀 측정결과

Fig. 10. Relative distance 50 km wireless TDD time 
synchronization technique modem measurement 
result considering the propagation delay between 
mobile vehicles. 

그림 10 및 그림 11은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상대거리 50 
km 및 150 km  조건에 대한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모뎀의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측정결과 

50 km 조건에서 최소 –223.3 ns, 최대 +243.7 ns의 시각 동기화 

정밀도를 보였으며, 150 km 조건에서 최소 -251.0 ns, 최대 

+252.5 ns의 시각 동기화 정밀도를 보였다. 
측정결과 상대거리 50 km 및 150 km 조건에서 모두 

1-symbol (1.74 M symbol/sec, ±287.35 ns) 이내의 시각 동기화 

정밀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대한 일반 무선 

TDD 동기화 모뎀 비교결과 상대거리 50 km에서  +166.9 us =>  

그림 11. 상대거리 150 km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모뎀 측정결과

Fig. 11. Relative distance 150 km wireless TDD time 
synchronization technique modem measurement 
result considering the propagation delay between 
mobile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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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ns, 150 km에서 +450.2 us => +252.5 ns로의 시각 동기화 

정밀도 개선을 확인하였다.  
시험 및 측정결과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을 통해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상대거리에 

따른 전파지연 및 클럭 오프셋을 보정함으로써 시각 동기화 정

밀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GPS 교란시 이동체간 전

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을 통해 생성된 

sync flag 신호를 기준신호로 사용함으로써 마스터/슬레이브 노

드간 시각 동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상대거리 50 km 및 150 km 조

건모사에서 계산된 최대 전파지연 +166.42 us, +499.74 us를 통

해 두 노드간 상대거리를 계산하였으며, 계산결과 최대 49.93 
km 및 149.92 km의 상대거리 계산값을 가졌다. 계산된 상대거

리 값은 시험 및 측정을 통해 실제 상대거리 대비 70 m 및 80 m
의 거리오차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표 1은 측정결과에 대

한 요약을 보여준다.

표 1. 측정결과 요약

Table 1. Measurement results summary.

Time synchronization precision

Modem type
Relative 
distance

Measurement result

Typical wireless TDD 
synchronization modem

 

50 km
Min +166.5 us
Max +166.9 us

150 km
Min +499.8 us
Max +500.2 us

Proposed wireless TDD 
synchronization modem 

50 km
Min -223.3 ns
Max +243.7 ns

150 km
Min -251.0 ns
Max +252.5 ns

Distance calculation result

Actual
distance

 Calculation
 distance (Max)

Distance
difference

50 km 49.93 km 70 m

150 km 149.92 km 80 m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이동체간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무선 TDD 통신을 통

해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전파지연 및 클럭 오프셋을 계산

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슬레이브 노드의 시각 보정된 sync 
flag 신호를 마스터 노드의 sync flag 신호와 비교함으로써 두 

노드간의 시각 동기화 정밀도를 확인하였다. 

시각 보정을 통해 생성된 sync flag 신호는 시뮬레이션 및 

실제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마스터/슬레이브 노드의 

sync flag 신호 비교결과 1-symbol(1.74 M symbol/sec, 
±287.35 ns) 이내의 최대 +252.5 ns 정밀도를 갖는 것을 확

인하였다. GPS 교란 시 마스터/슬레이브 노드의 각 시스템들

은 기준신호가 없어 시각 동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하는데 이동체간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을 통해 생성

된 sync flag 신호를 기준신호로 사용함으로써 마스터/슬레이

브 노드간 시각 동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동체간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

법은 기존 IEEE 1588 PTP 시각 동기화 절차 및 과정을 최적

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이동체에 대한 전파지연 오

차 민감도를 감소 시켰으며, 무선 TDD 통신 및 TDMA 환경

에 적용가능하다. 

또한 마스터/슬레이브 노드간 계산된 전파지연 응용을 통

해 이동체에 대한 상대거리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동체간 상

대거리 네트워크 정보를 통하여 정해진 기준점들 기준으로 

상대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시각 동기화 과정에 있어 시간정

보 및 위상정보를 함께 보상하면 보다 정밀한 시각 동기화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동체의 위치계측 및 위상정보 시각 동기

화 보상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를 통해 계속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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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수학과(정수론) (이학석사)

1997년 1월 ~ 2002년 4월 : 단암전자통신(주) 연구소

2002년 5월 ~ 현재 : 단암시스템즈(주) 기술연구소 재직 중

※ 관심분야 : 무선통신, 채널코딩, 디지털 신호처리 구조

이동체간 전파지연을 고려한 무선 TDD 시각 동기화 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