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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d PTP(Precision Time Protocol) management node-based time synchronization error detection and

recovery system. The proposed system is to maintain the preciseness of time synchronization under time synchronization

error situations on IEEE 1588-based network environment. To demonstrate the proposed time synchronization error

detection and recovery system, PTP implemented EVM(Evaluation Module)-based experiments were performed. As a

results of the experiment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system effectively maintains the preciseness of time

synchronization under time synchronization error situations.

요 약

본 논문은 PTP(Precision Time Protocol) management node 기반 시각동기 오류 검출 및 대응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 IEEE 1588 PTP

시각동기 표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시각동기 마스터 failure 검출 및 대응 방법을 제안하여 시각동기가 적용된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EVM(Evaluation Module)으로 구성된 시각동기 네트워크 모의고장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실

제 마스터 클락 상에 발생한 시각오류를 검출하고 대응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입한 매니지먼트 장치를 중심으로 기존 슬레이

브 장치들의 협조아래 마스터 장치의 시각정보 오류를 검출하고,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조를 도출하였고, EVM 기기로 구성된 시각동기

네트워크 모의 고장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시각동기 오류 대응에 따른 정밀 시각동기 유지 기능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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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정밀한 동작을 요구하는 실시간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 상에선 기기 간의 시각 동기 오차로 인해

데이터 상에 발생한 왜곡이 시스템 제어 및 보호

알고리즘 상에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다[1]-[3]. 따

라서, 분산 네트워크상에 구성된 시스템의 안정성

과 신뢰도를 위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 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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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동기가 보장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시각동기의 목적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와 같은 정밀한 시각 동기원에서 전달된 신뢰성 높

은 시각정보를 이더넷과 같은 패킷 망을 통해 연결

된 시스템 장치들 상에 제공하여 GPS에 준한 시간

동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더넷망 상에 시각동기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NTP(Network

Time Protocol)와 PTP(Precision Time Protocol)가

있고, 이를 통해 구성된 시스템 상의 제어 및 보호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IEEE 1588 PTP[4]와 같은 표준

이 제안되었으며, 전력 시스템의 경우 IEC61850[5]과

같은 시각동기 표준을 기반으로 원격 시스템 상의

시각동기 장치 구성 및 요구 성능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표준에는 시각동기 정밀도 및 성능에 관한 규

격과 시각동기용 통신 데이터 규격이 정해져 있어 이

를 바탕으로 시스템 상의 시각 동기를 구성할 수 있

으며[6]-[8], BMCA(Best Master Clock Algorithm)

를 사용하여 시각동기 오류상황을 검출하고 대응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BMCA의 경우

시각동기 마스터의 완전한 탈락 상황에 대비한 것

으로써 기존의 마스터 장치를 대체할 다른 마스터

장치를 요구로 하며, GPS 교란이나 마스터 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시각동기 마스터 장치 오류 검출 및

대응방법은 제안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각동기 표준 방식만을 바탕

으로 구성된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의 경우 상기 서

술한 마스터 장치 오류 상황을 검출하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기들의 정밀한 동작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마스터 장치의 시각정보 신

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수의 마스터에

서 오는 정보 중 양호한 정보를 선택해 시각동기를

유지하는 방식[9]이 제안되었지만, 시각동기에 필

요한 트래픽이 두 배로 증가하고 통신망을 복수로

구성해야한다는 구조상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GPS교란이나 고장으로 인

한 마스터 장치의 시각 동기 오류 상황을 검출하

고, 그에 대응해 전체 시스템의 시각동기를 효과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니지먼트 장치 기

반의 시각동기 마스터 오류 검출 및 대응 방법을

제안하고, 고장 모의 실험을 통해 실제 사용가능성

을 검증하여 본 논문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현재

시각동기 표준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

을 보였다.

Ⅱ. 본론

2.1 매니지먼트 장치 기반 시각동기 오류 검출 및

대응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매니지먼트 장치 기반 마

스터 시각동기 오류 검출 및 대응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PTP management node-

ased time synchronization error detection and recovery

system.

그림 1. 매니지먼트 장치 기반 마스터 시각동기 오류 검출

및 대응 시스템 구성도

기존의 시각동기 네트워크 구성인 마스터-슬레

이브 장치 구성에 마스터 장치 오류 검출 및 대응

부가 포함된 시각동기 매니지먼트 장치가 추가되

어 시각동기 장치 간 시각교정정보 공유를 통한 마

스터 장치 시각동기 오류검출 및 매니지먼트 장치

중심의 시각동기 오류 대응 기능을 구현하였다. 마

스터 클락 시각동기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시각동

기 매니지먼트 장치가 일차적으로 시각동기메세지

의 신뢰도를 계산하고, 시각동기 메시지의 시각동

기 신뢰도 상에 이상이 존재할 시 장치 간 시각교

정정보 공유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스터 시각동기

메시지의 오류를 판정할 수 있는 구조를 도출하였

고, 매니지먼트 장치 상에 포함된 자가시각교정 알

고리즘 및 마스터 대체기능을 기반으로 마스터 오

류 대응기능을 구현하여 시스템 상의 시각동기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동기 보호 방법

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매니지먼트 장치와 슬레이

브 클락 협조 기반 시각동기 마스터 오류 검출 및

대응 알고리즘의 자세한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PTP(Precision Time Protocol) 시각동기가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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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of PTP management node-based time

synchronization error detection and recovery system.

그림 2. Management 장치 기반 시각동기 오류 검출 및

대응 알고리즘 흐름도

이후 설정된 시간 내에 매니지먼트 장치가 마스터

장치로부터 시각동기 신호를 받은 경우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현재 시각동기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

하다. 첫 번째 시각정보 검증은 수식 (1)과 같이 매

니지먼트 노드상의 이전 시각교정정보와 현재 신호

를 바탕으로 매니지먼트 장치 상의 VCR(Variance

Change Rate)을 구한 뒤, 이를 threshold와 비교하

여 동기 신호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1)

일차 검증의 결과 설정된 threshold를 넘지 않을

경우 Master 장치상의 시각교정정보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여 정상적인 시각동기를 진행하며 자신의

시각교정정보를 기록한 뒤 다음 시각동기 신호 수

신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 하지만 일차 검증값이

설정된 threshold를 넘을 경우 Test 1 Error로 판

정하여 슬레이브 장치로부터 시각교정정보를 수집

한 뒤 두 번째 시각정보 검증에 들어간다. 두 번째

시각정보 검증은 식 (2)와 같이 슬레이브 장치들의

평균적인 VCR을 구한 뒤, 이를 threshold와 비교

하여 이루어진다.

  



  



 (2)

이차 검증의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매니지먼트

장치의 이상으로 판단하여 마스터 장치 시각정보

를 사용한 시각동기화를 지속한다. 하지만 이차 검

증의 결과 값이 Threshold를 넘을 경우 마스터 장

치 상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정하여 시각동기 오

류 대응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오류 검출 과정을 통해 마스터 시각오류로 판정

되거나 마스터 장치로부터 설정된 기간 이내 Sync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매니지먼트 장치는 일

차적으로 대체 가능한 다른 마스터의 존재 유무를

찾으며, 존재할 경우 BMCA를 통해 시각동기 마스

터를 재설정하는 기존 시각오류대응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만일 대체 가능한 다른 시각동기 마스터

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인

매니지먼트 장치 기반의 마스터 시각 오류 대응이

수행된다. 이 때, 매니지먼트 장치는 이전 시각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가시각교정 알고리즘을

통해 클락 특성을 자체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을 수

행하고, 오류가 발생한 시각동기 마스터를 대체하

는 새로운 시각동기 마스터로써 기능하여 새로운

시각정보를 주기적으로 슬레이브 장치에 전달하여

전체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 상의 시각 동기를 유지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선 이와 같이 마스터 클락 오류를 검출

하고 대응하는 새로운 시각동기 보호 시스템을 도

출하였고,

2.2 시각동기 오류검출 및 대응 시뮬레이션

Fig. 3. Test environment of PTP time synchronized system

the implemented IED plafrom.

그림 3. 매니지먼트 노드 기반 시각동기 오류 검출 및

대응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실험환경 구성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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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 results of PTP management node-based time synchronization error detection test

(a) Captured Screen of Slave device, (b) Captured Screen of Management device

그림 4.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각동기 오류검출 알고리즘 성능 시험 결과.

(a) Slave clock 동작 화면 캡처, (b) Management 장치 동작 화면 캡처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한 매니지먼트 노드 기반 마

스터 클락 시각동기 오류 검출 및 대응 시스템이

실제 시각동기 네트워크 상에 적용 가능한지 검증

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EVM(Evmk2h)을 사용한

LAN 기반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시

각동기 오류 검출 실험과 시각동기 오류 대응 실험

을 수행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인 매니지먼

트 노드 기반의 마스터 시각동기 오류 검출 및 대

응이 실제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 상에서도 제대로

동작함을 보였다.

가. 시각동기 오류 검출 실험

매니지먼트 노드 기반의 시각동기 오류 검출 알

고리즘의 동작 증명을 위해 그림 3과 같이 PTP를

통한 시간동기가 유지되는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

을 구성하였고, 시각동기 마스터 클락이 정기적으

로 보내는 시각동기 신호에 오프셋 오류를 발생시

킨 경우 이를 매니지먼트 장치가 제대로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그림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4(a)상의 슬레이브 클락 교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스터 클락 fault 상황

시 10us의 시각 오프셋 오차가 발생하도록 설계하

였으며, 시각동기 마스터 클락 오류 상황에서 그림

4(b)와 같이 매니지먼트 노드가 마스터 시각동기

오류 상황을 성공적으로 검출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매니지먼트 노드를 기반으로 한 오류

검출 시스템이 실제 시각동기 네트워크상에서도

동작함을 증명하였다.

나. 시각동기 오류 대응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각동기 오류 대응 알고리

즘의 성능 분석을 위해 시각동기 오류가 발생한 시

점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각 장치의 시각이 기준시

각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관측하는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5 상에 나타내었다. 각 장

치에서 추출한 1-PPS 신호를 오실로스코프 상에

연결하여 측정하였으며, 해당 그림 상에서 노랑색

선은 Master clock을 나타내고, 보라색 선은 대응

알고리즘이 적용된 Slave clock, 파랑색 선은 일반

Slave clock상에서 측정된 1-PPS를 나타낸다. 그

림 5(a)는 시각동기가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의

1-PPS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그림 5(b)는 마스터

시각동기 신호를 제거한 뒤 40초가 경과하였을 경

우의 1-PPS를 보여준다. 자체 시각오류 대응 알고

리즘이 적용된 경우 40초 까지 1us 이하의 시각 정

밀도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시각에

서 더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PTP Management 장치 기

반 시각동기 오류 검출 및 대응 시스템은 분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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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1-PPS performance test over time of time synchronization error.

(a) 1-PPS result of time synchronized clocks (b) 1-PPS results of clocks, 40 seconds after master clock error.

그림 5. 시각동기 오류 자체 대응 알고리즘의 시간경과에 따른 1-PPS 성능 시험 결과.

(a) 시각동기 유지 시 1-PPS 결과 (b) Master clock 오류 후 40초 경과 시 1-PPS 결과

트워크의 시각 동기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시스

템으로, 정밀 시각동기의 유지가 필요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어 및 보

호를 위해 기기 간 정밀 시각동기가 요구되는 미래

의 디지털 전력 계통 환경은 다양한 시각동기 오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Master failure 검출

뿐 아니라, Slave의 1us 이하 자체 시각 보정 능력

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전력 계통 환경에 유용

한 시각동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추후에는 Master/Slave failure 시에도 더욱 정밀

하게 자체 및 협조기반으로 시각을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기기 간 정밀 시

각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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