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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컴퓨터 및 임베디드 시스템은 산업 자동화 실험 , 

및 측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욱더 복잡해지고 분산화가 가속되

고 있다 분산 환경에서 실행되는 시스템들은 엄격. 

한 타이밍 제약이 존재하는 실시간 실행을 요구하

며 하나의 시스템이 동작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정

확히 동작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건[1, 2]. 

을 만족하려면 모든 분산시스템들이 공통적으로 어

떤 기준시간에 접근이 가능하여 분산된 시스템의 

시간들이 정확하게 기준시간에 동기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리눅스 시스템의 시간 동기화 방법은 

을 사용하여 인터Network Time Protocol (NTP)

넷에서 개인 및 서버 컴퓨터 시간 동기화를 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까지의 정확도millisecond

만 지원한다 [3, 4].

다른 동기화 방법인 네트워크 측정 IEEE 1588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Precision Time Protocol 

은 와 달리 네트워크 지연까지 보상하여 (PTP) NTP

이론상 에서 까지의 오차 microsecond nanosecond

보장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EtherCAT, TTEthernet

등 산업용 에만 이용되고 있다 또Ethernet [5, 6]. 

한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메시지를 타PTP

임스탬핑 하는 기능과 전용 시계를 하드웨어PTP 

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시계. PTP 

는 운영체제 시스템 시계로서 직접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의 운영체제 시계를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시계와 시계를 동기화하는 PTP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동기화 과정에서 적지 않

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7]. 

이러한 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PTP

서는 장치General Purpose Input Output (GPIO) 

와 통신만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 

으로 리눅스 분산시스템에서 이내1 microsecond 

의 오차를 달성하는 시간 동기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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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PIO 신호 지연을 측정하기 위한 타이밍 도표 

Fig. 1 Timing diagram to measure GPIO signal delay

특히 PTP 시계의 사용을 배제하고 각 분산 시스템

의 운영체제 시계를 직접 동기화함으로써 PTP 시계

와 운영체제 시계 사이의 동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방지하고 동기화 성능을 향상시킨다.

전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정

밀한 동기화 성능을 얻기 위해 보상해야 하는 

GPIO 신호 전달 지연과 리눅스 시스템 시간의 획

득 및 설정지연을 측정한다. Ⅲ장에서는 리눅스 시

스템 간 시간 동기화 방법을 설계한다. Ⅳ장에서는 

실험환경을 구축하고 실험결과를 분석한다. Ⅴ장에

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Ⅱ. 시간 지연 측정 및 보상

기준 시스템 시간을 제공하는 리눅스 시스템을 

마스터라 정의하고 마스터의 시스템 시간에 맞춰 

동기화 되는 리눅스 시스템을 슬레이브라고 정의한

다. 시간 동기화를 위한 트리거 신호로 GPIO 신호

를 사용하고 마스터 리눅스에서 시간을 획득하여 

TCP 통신을 통해 슬레이브로 전달하고 슬레이브 

리눅스는 트리거 GPIO 신호와 마스터 리눅스 시간

을 기반으로 자신의 시스템 시간을 동기화 되도록 

설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밀한 시간동기화 성능

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3가지의 지연 즉 GPIO 신

호 전송 지연, 리눅스 시스템 시간 획득 및 설정지

연을 측정한다. 정밀한 지연 측정을 위해 리눅스에

서 nanosecond 단위까지 시스템 시간을 획득하고 

설정할 수 있는 getnstimeofday, do_settimeofday 

시스템 함수를 사용한다.

1. 시스템 시간 획득 지연 측정

리눅스 시스템 시간을 획득하는 함수를 호출하

여 실제로 시간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지연을 시스

템 시간 획득지연이라고 정의하고 이라고 표기한

그림 2. 설정지연을 측정하기 위한 타이밍 도표

Fig. 2 Timing diagram to measure setting delay

다. 시간 획득 시스템 함수를 연속으로 10만 번 호

출하여 얻은 10만개의 시간을 저장한 후 각 시간 

사이의 차이 99999개를 계산하고 다시 평균을 계

산하여 시스템 시간 획득지연을 측정한다.

2. GPIO 신호 지연 측정

시간 동기화의 트리거 신호로 GPIO 신호를 사

용하기 때문에 정밀한 동기화를 위해서는 GPIO 신

호 지연을 보상해야 한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시스

템은 GPIO 신호로 연결되어 있으며 GPIO 신호가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되기까지 걸리

는 시간을 GPIO 신호 지연이라고 정의하며 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GPIO 신호를 마스터에서 슬레이

브로 전송할 때와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전송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같다고 가정한다.

그림 1은 GPIO 신호를 주고받는 타이밍 도표를 

나타내고 처음에 슬레이브는 라는 시간을 측정 후 

GPIO 신호를 마스터로 보낸다. 그 후 마스터는 

GPIO 신호 수신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곧바로 다

시 슬레이브로 GPIO 신호를 보낸다. 슬레이브는 

GPIO 신호 수신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시스템 시

간 ′을 획득하며 그림 1로 부터 ′과 의 차이는 

′    로 계산되며 이식으로부터 GPIO 신

호 지연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 번 반복 측정하여 평

균값을 구해 GPIO 신호 전송 지연 값을 결정한다. 

3. 시스템시간 설정지연 측정

운영체제의 시스템 시간을 설정하는 시스템 함

수는 호출 후에 곧바로 시간이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설정하고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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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 시간을 설정지연이라고 정의하며  라고 

표기한다. 제안된 동기화 방법에서 슬레이브에서 마

스터 시간에 맞춰 시간을 설정해야 하므로 슬레이

브의 설정지연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정지연을 

구하기 위해 GPIO 신호를 주고받는 타이밍 도표는 

그림 2와 같다. 

처음에 마스터에서 라는 시간을 획득 후 슬레

이브로 GPIO 신호를 보내고 슬레이브에서는 GPIO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이때 시간설정 시스템 함수를 

호출한다. 설정함수가 완료된 직후 마스터로 GPIO 

신호를 보내고 마스터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이 때 시간 ′을 획득한다. 이 때 ′과 의 차이는 

′   로 계산되며 이 식으로부터 설정

지연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2)

한편 (1)로부터 구한 는 슬레이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일단 ′ 를 10만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TCP 통신을 이용하여 슬레이브

로 전송하고 슬레이브에서는 (2)식을 이용하여 시스

템 시간 설정지연 값을 결정한다.

Ⅲ. 시간 동기화 방법

시간 동기화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

다. 마스터에서 시간을 획득하고 트리거 GPIO 신호

를 획득한 시간과 함께 슬레이브로 전송하면 슬레

이브에서 트리거 신호에 동기화하여 자신의 시스템 

시간을 획득하여 마스터 시간과의 차이를 구한다. 

그 후 마스터 시간과의 차이를 보상하여 슬레이브 

자신의 시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마스터 시간과 동

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정밀한 동

기화 성능을 얻기 위해 Ⅱ장에서 구한 지연들을 이

용하고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시스템 차이를 구하기 

위한 타이밍 도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마스터에서 시간 을 

획득 후 슬레이브로 트리거 GPIO 신호를 전송하면 

트리거 GPIO 신호 수신시 슬레이브는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이 때 시간 를 획득한다. 그리고 마스터

는 획득된 시간을 트리거 GPIO 신호 전송 직후 

TCP 통신을 이용하여 슬레이브로 전송하고 슬레이

브는 마스터 시스템 시간 에서의 자신의 시스템 

시간을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슬레이

브에서는 TCP를 통하여 마스터로부터 수신된 과 

그림 3. 시스템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타이밍 도표 

Fig. 3 Timing diagram to measure difference of 

system time

추정된 시간    를 비교하여 다음 식과 같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리눅스 시스템 시간 차이 

∆를 구할 수 있다.

∆        (3)

위식에서 과 는 Ⅱ장에서 측정한 시스템 시

간 획득 지연과 GPIO 신호 지연을 나타낸다. 

이제 시스템 시간 동기화를 위해 남은 과정은 

(3)에서 구한 ∆와 설정지연 를 보상하여 현재 

슬레이브 시스템 시간 
 를 새로운 시스템 시간 


   로 

  
 와 같이 새롭게 설정

하는 것이다. 그러나 클럭 소스의 미세한 오차와 운

영체제의 동작 환경의 변화로 시간 흐름에 따라 시

스템 시간의 느림 또는 빠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기화 방법이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3)의 시스템 시간 차이

를 계산하여 슬레이브 시스템 시간을 갱신하는 방

법을 사용하는데 매주기 (3)으로 얻어진 시스템 시

간 차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된 시스

템 시간 차이를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 필터에 적용하여 얻어진 필터 출력 값을 이

용하여 슬레이브 시스템 시간을 갱신한다. 순간적인 

시스템 시간 차이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 

차이만큼 바로 보상을 하면 슬레이브 시스템 시간

이 급격한 큰 폭의 진동을 나타내고 동기화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고 저주

파 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EMA 필터를 사용

한다 [8]. 그리고 EMA 필터는 과거의 시스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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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간 동기화 방법의 전체 절차 

Fig. 4 Overall procedure of time synchronization method 

차이 값을 저장할 필요 없이 재귀적인 계산 방법으

로 구현이 가능하므로 메모리 사용과 계산 부하가 

적은 장점이 있다.

현재 측정된 시스템 시간 차이를 ∆ , EMA 필

터 출력값을 ∆ 라고 하면 시스템 시간 차이를 입

력으로 하는 EMA 필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4)

위식에서 초기 값은 ∆ ∆ 이며 는 평활 

계수로서 0과 1사이의 값으로 선택된다. 매주기 슬

레이브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EMA 필터 출력 값 

∆ 와 설정시간 를 보상한 동기화된 시간으로 

시스템 시간 설정함수를 호출하여 시스템 시간을 

갱신한다.


  

   (5)

제안된 시스템 시간 동기화 방법의 상세한 전체 

절차와 구성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Ⅳ. 성능 실험

1. 실험 환경

실험에서는 AM3358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비글본 블랙보드 2대를 사용하고 리눅스 커널버전

은 RT패치를 수행한 4.9.59 버전을 설치한다. TCP

통신을 위해 이더넷 포트를 연결하고 GPIO 신호 

전달을 위해 GPIO 포트를 연결한다. 마스터는 1 

ms 주기로 GPIO 신호와 획득한 마스터 시간을 슬

레이브로 보내고 슬레이브는 같은 주기로 시스템 

시간차이를 계산하여  로 설정된 EMA 필터

에 적용한다. 필터 출력 값과 설정지연을 이용하여 

보상된 시간으로 슬레이브의 시스템 시간을 설정한

다.

2. 동기화 성능 측정 방법

동기화 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두 보드

에서 각각 100 ms마다 자신의 시스템 시간을 기준

으로 GPIO 신호 출력을 발생시키고 두 GPIO 출력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여 두 GPIO 신호의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5권 제 1호  2020년 2월 21

그림 5. PTP에 대한 시스템 시간 오차 분포

Fig. 5 Distribution of system time error for PTP

시간 차이를 nanosecond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한

다. 두 보드의 GPIO 출력 시간 차이를 1000개씩 

샘플로 저장하는 실험을 총 10회 반복하는데 독립

적인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매 실험을 시작할 

때 마다 두 보드의 시스템 시간을 임의의 시간으로 

완전히 초기화하고 실험을 수행한다. 

기존 동기화 방법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동기화 방법인 PTP를 적용하여 실험한다. 

동일한 두 보드에 PTP를 적용하여 PTP 시계를 동

기화하고 각 보드에서 다시 PTP 시계와 시스템 시

계와의 동기화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0 ms마다 두 보드의 GPIO 출력 시간 

차이를 1000개씩 샘플로 저장하는 실험을 총 10번 

수행하여 동기화 성능을 비교한다.

3. 실험 결과

Ⅱ장에서 제안된 방법을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 

시스템 시간 획득지연은 0.35 μs, GPIO 신호 지연

은 15.1 μs, 시스템 시간 설정지연은 3.7 μs로 측

정되었다.

그림 5와 6은 PTP 동기화 방법과 제안한 동기

화 방법의 각 10번의 실험 중 첫 번째 실험 결과인

1000개의 시스템 시간 오차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5와 6에서 0 μs 근처에 많은 샘플들이 분포하는 것

으로 부터 두 동기화 방법이 적절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리눅스 초기화 완료 후 두 보드의 시

스템 시간의 오차가 1.4 초로 측정되었고 이 후 제

안한 동기화 방법이 동작하여 두 보드의 시스템 시

간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6.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시스템 시간 오차 분포

Fig. 6 Distribution of system time error for 

proposed method 

그림 7. 시스템 시간 오차 응답 

Fig. 7 Response of system time error

초기의 매우 큰 값의 오차는 그림 7에 나타내지 못

하였고 2.0 ms미만으로 시스템의 시간 오차가 감소

한 후 부터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주목할 결과는 처

음 10 μs미만으로 오차가 감소하기까지 소요된 시

간은 52 ms였으며 이는 EMA 필터와 재귀적인 동

기화 방법이 과도상태를 지나 정상상태로 적절하게 

수렴하는 것을 증명한다.

총 10회의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으며 표 1에서 GMEAN은 grand 

mean을 의미하며 10차례 실험결과 모두 평균한 값

을 의미하고 MRMS는 mean of RMS를 의미하며 

10차례 각 실험결과의 RMS 값들의 평균을 의미한

다. GMEAN은 PTP가 0.64 μs 더 작은 우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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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statistics
PTP

proposed

method

GMEAN 0.21 sμ 0.85 sμ

MRMS 7.04 sμ 6.54 sμ

표 와 제안한 방법의 과 1. PTP GMEAN MRMS

Table 1. GMEAN and MRMS for PTP and proposed 

methods

과를 얻었으며 는 제안한 방법이 더 MRMS 0.5 s μ

작은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의 . 

이 이내로 달성되었고 전용 하드웨어GMEAN 1 s μ

가 필요한 를 고려할 때 제안한 방법은 실용적PTP

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Ⅴ

본 논문에서 통신과 신호를 이용하TCP GPIO 

는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의 시간 동기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신호 지연 리눅스 시스템 시간 . GPIO , 

획득 및 설정지연을 보상하고 필터를 기반으EMA 

로 실시간 재귀적으로 동기화 방법을 구현함으로써 

평균 이내의 시스템 시간 오차를 보이는 정밀1 s μ

한 동기화 성능을 달성하였다 전용 하드웨어를 필. 

요로 하고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시PTP 

계와 시스템 시계의 동기화 과정이 필요한 기존 동

기화 방법인 와 비교했을 때 제안된 동기화 방PTP

법은 성능과 비용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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