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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기 해서 시간 동기가 맞아야하며 그 지 않은 경우 

송된 정보가 정확히 어느 시간에 발생한 이벤트를 포함하는

지 확신할 수 없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시간 동

기를 맞추기 한 알고리즘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통신 노드들 사이에 동기화를 달성

하는 방식은 기지국 심의 네트워크와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근방식을 갖는다[2]. 기지국을 심으로 하는 네

트워크의 경우 기지국 내에 모든 노드는 기지국이 송하는 

preamble과 같은 기  신호를 바탕으로 동기화를 달성하게 

된다. 기지국 기반의 네트워크와는 달리 기지국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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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Ad-hoc network, a method of time synchronizing all the nodes in a network centering on one reference node can be used. A 

representative algorithm based on a reference node is Flooding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 (FTSP). In the process of sending and 

receiving messages, predictable and unpredictable delays occur, which should be removed because it hinders accurate time 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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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ation performance among nodes. Therefore, we need to find a method to reduce these hop delays and increase synchronization 

performance. In the FTSP scheme, hop delays can be greatly increased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a reference node. In addition, in 

FTSP, a node with the smallest node ID is elected as a reference node, hence, the position of a reference node is actually arbitrarily 

determin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ptimal reference node election algorithm to reduce hop delays, and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with FTSP using the network simulator OPNET. In addition, we verify that the proposed scheme has an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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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기 노드를 선정하여 이를 심으로 네트워크 내에 모든 노드들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이러한 기 노드를 심으로 하는 표 인 시간동기화 알고리즘은 Flooding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 (FTSP) 이다.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측할 수 있는 지연과 측할 수 없는 랜덤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연은 정확한 동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거해

야 한다. 멀티홉 기반의 통신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지나는 홉 수에 따라 홉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홉 지연은 노드 사이의 동

기화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홉 지연을 이고 동기화 성능을 높이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 FTSP 방식에서 기

노드가 ID를 기반으로 가장 ID 값이 작은 노드가 기 노드로 선정되기 때문에 기 노드의 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홉 지연에 따른 성능 하

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홉 지연을 이기 한 최 의 기 노드 재선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OPNET 네트워크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기존 FTSP와의 성능을 비교한다. 추가 으로 토폴로지 변경에 따른 성능을 측정하여 제안된 방식이 토폴로지 변환에 강인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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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timestamp를 포함한 패킷을 주

고받으며 동기화를 달성한다. 최근에는 VANET과 같은 환경

에서 기지국 네트워크와 애드혹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알고리

즘이 제안되었다[3]. 분산되어져 있는 노드들을 기지국 범  

안에 있는 노드들과 기지국 범  밖에 있는 노드들에 각각 

다른 시나리오를 용해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동기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해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

직까지도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분야에서 애드혹 동기화를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동기화를 달성하기 해서 주로 사

용하는 방법은 기 노드를 심으로 하는 알고리즘과 이웃 

노드를 심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나 어진다. 기  노드

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노드를 

기  노드로 선정한 후에 기  노드의 시간을 메시지에 내

장하여 로드캐스트한다. 기 노드의 메시지를 받은 노드

는 시간을 업데이트하여 기 노드로 동기화를 완료하고 업

데이트 된 시간을 다시 메시지에 내장하여 로드캐스트하

는 과정을 반복하여 네트워크 내에 모든 노드를 동기화하는 

방법이다. 기  노드 기반의 표 인 동기화 알고리즘은 

Flooding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 (FTSP)이다[4]. 이

웃 노드를 심으로 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먼  네트워크 내

에 모든 노드들이 이웃 간에 메시지 교환을 통해서 이웃 간

에 서로 동기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

든 노드들을 동기화하는 방법이다. 이웃 기반의 표  동기

화 알고리즘은 Gradient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 

(GTSP)이다[5].

기 노드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의 timestamp를 포함

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

연은 측할 수 있는 지연(nondeterministic delay)과 측할 

수 없는 지연(deterministic delay)으로 나  수 있다[6]. 측

할 수 있는 지연의 표 인 경우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정

에서 각 통신 이어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지연이다. 이러한 

지연은 MAC-layer timestamping 방법을 사용하여 일 수 

있다[7]. 반면에 측할 수 없는 지연은 무선통신 과정에서 

간섭, 페이딩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것이 쉽지 

않다[8]. 특히 멀티홉 환경에서는 하나의 홉을 지날 때마다 

홉 지연이 추가된다. 홉 지연은 노드 사이의 정확한 동기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야한다[9]. 특히 기  노드 기반의 

알고리즘의 경우 주로 ID를 사용하여 기 노드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때 선정된 기 노드의 치에 따라서 네트워크 

체의 홉 지연이 크게 향을 받게 된다[10].

본 논문에서는 기 노드 심의 동기화 방식에서 메시지

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홉 지연을 이기 해 기

노드를 재선정하는 새로운 advanced FTSP (a-FTSP)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a-FTSP는 처음 선정된 하나의 기 노드를 

심으로 hop count를 측정하고 hop 수가 가장 작은 노드를 

기 노드로 재선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 의 기 노드를 

찾는다. a-FTSP에 한 검증은 네트워크 시뮬 이터인 

OPNET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11]. 시뮬 이션은 노드의 

토폴로지와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성능을 측정하 고 기존 

FTSP와의 비교를 통해서 a-FTSP의 우수성을 확인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동기화를 

한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련연구를 통해 2장에서 설명하

고, a-FTSP에서의 메시지 패킷 구성과 러딩 과정을 3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a-FTSP 알고리즘의 기 노드 선정 

방법에 한 내용을 4장에서 다루고, a-FTSP 알고리즘의 

성능분석을 5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6장에서 

맺고 있다.

2. 련 연구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사용되어지는 알고리즘은 크게 기  

노드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과 이웃 노드를 기반으로 하

는 알고리즘으로 나 어진다. 기  노드를 기반으로 한 알고

리즘은 앞서 언 한 FTSP 알고리즘이 표 이다. FTSP 알

고리즘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  네트워크 모든 노드 

에 하나를 기 노드로 선정한다. 이 때 선정하는 방법은 미

리 정해져 있거나 ID를 기반으로 한다. 선정된 기 노드에서 

주변 노드로 timestamp를 포함한 패킷을 러딩 (flooding)한

다. 이 메시지는 기  노드로부터 1-hop내에 있는 주변 노드

로 달된다. 메시지를 받은 노드들은 메시지를 보낸 노드를 

확인하고 기  노드로부터 보내진 메시지인 경우 메시지에 

내장된 timestamp를 Regression table에 장한다. 임의의 라

운드 동안 메시지를 받은 후에 Regression table을 장된 

timestamp 값을 사용하여 주 수와 오 셋을 계산해 기  노

드로 동기화된다. 동기화 된 노드는 다시 주변 노드로 타임스

탬 를 로드캐스트하여 동기화된 노드의 메시지를 받은 노

드들은 의 과정을 반복하여 네트워크 내에 모든 노드들이 

기  노드로 동기화 된다. 기  노드의 시간으로 모든 노드를 

동기화하기 때문에 체 인 네트워크의 동기화 성능은 우수

하다. 하지만 FTSP는 기 노드를 심으로 스패닝 트리를 

구성하여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노드 계에 있

음에도 서로 다른 부모 노드를 갖는 노드 사이의 동기화 성

능은 다소 떨어진다. 기  노드 기반의 알고리즘에서 루딩

을 더 빠르게 하기 해서 설계된 알고리즘은 PulseSync 알

고리즘이다[12]. PulseSync 알고리즘은 먼  네트워크 내의 

한 노드를 기  노드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  노드는 메시지

를 송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그 메시지를 빠르게 

재 송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가 기

 노드로 동기화 된다. PulseSync 알고리즘의 경우 동기화 

되는 속도가 빠르고 기  노드를 심으로 홉의 수가 늘어나

도 동기화 성능의 감소가 FTSP보다 게 감소된다.

이웃 노드를 기반으로 하는 표 인 알고리즘은 한 앞

서 언 한 GTSP이다. GTSP 알고리즘은 이웃 노드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네트워크 내에 모든 노드들이 임의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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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를 포함한 동기화 메시지를 로드캐스트한다. 각 

노드들은 이웃 노드들과 timestamp를 서로 주고받으며 특정 

라운드 동안에 테이블에 timestamp를 장하고 라운드가 끝

나면 한 라운드 동안 받은 모든 timestamp의 주 수와 오

셋의 평균을 계산하여 동기화한다. 이웃 간의 동기화 과정을 

반복하여 네트워크 내에 모든 노드들은 동기화된다. 이웃 간

의 동기화를 제를 하므로 이웃간 동기화의 성능은 우수하지

만 평균을 사용하여 동기화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체의 성능

은 떨어진다. 이웃 노드 기반의 알고리즘인 random broadcast 

based distributed consensus clock synchronization (RBDS)

와 consensus based clock synchronization (CoSyn)은 분산

된 환경에서 모든 노드들이 하나의 컨센서스 값으로 동기화

하는 방법이다[13, 14]. 다양한 환경과 토폴로지에서 기존의 

이웃 노드 기반의 알고리즘보다 동기화 성능이 우수하다.

3. 시스템 모델

3.1 메시지 패킷 구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TSP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패킷의 구조는 기존 FTSP의 메시지에 hop_count, Max_hop_ 

Count, Max_hop_ID를 추가하 다. Node ID와 Root ID는 메

시지를 보내는 순간에 자신의 ID와 노드가 알고 있는 기 노

드의 ID이다. Logical Clock은 시간 동기화를 해서 사용하

는 소 트웨어 클럭이다. 기 노드를 시작 으로 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메시지의 러딩이 시작되는데 Sequence_ 

Number 값은 메시지가 러딩되는 매 라운드 마다 기 노드

에서 1을 증가시켜 패킷에 담아 로드캐스트되며 수신 노드

들은 이 값을 장한다. hop_count는 기 노드를 심으로 

각 노드까지의 hop 수를 측정하기 한 값이다. 각 노드는 메

시지를 받으면 hop_count 값을 1 증가시킨 후 장하고 그 

값을 패킷을 통하여 다시 로드캐스트한다. Max_hop_Count

와 Max_hop_ID는 hop_count를 측정한 후에 가장 큰 

hop_count를 찾기 해서 장하는 값이다. 새로운 기 노드

는 이 값을 심으로 선정된다.

Node ID

Root ID

Logical Clock

Sequence_Number

hop_count

Max_hop_Count

Max_hop_ID

Fig. 1. Message Packet Structure

3.2 러딩 방식과 테이블 구조

a-FTSP에서는 FTSP와 마찬가지로 timestamp를 사용하

여 모든 노드의 클럭을 보정한다. 구체 으로는 로드캐스

트 된 메시지를 받아 이를 regression table에 장하며 regre

ssion table에 장된 데이터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최소

제곱법에 기반하여 노드의 클럭을 보정하게 된다. 해당 노드

는 기 노드를 기 으로 동기화 되고 다시 다른 주변 노드에

게 메시지를 러딩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네트워크 

체 동기화를 달성한다.

4. a-FTSP: FTSP 기반의 기  노드 재선정 기술

기존 FTSP 알고리즘은 기 노드를 ID 값에 따라 선정하

기 때문에 선정되는 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 처음 선

정되는 기 노드의 치가 다른 노드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

면 네트워크 체의 홉 지연이 증가하게 된다. a-FTSP의 기

노드 재선정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내에 있는 노드들의 홉 

카운트를 기 노드를 심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기 노드 

주변에서 최  홉 카운트를 가장 많이 일 수 있는 노드를 

새로운 기 노드로 재선정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규모 

네트워크에서 최  홉 거리를 효과 으로 임으로써 네트워

크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a-FTSP에서 모든 노드는 자신의 상태와 알고리즘 진행의 

상태를 나타내는 Node_State와 Forward_State라는 변수를 

각각 갖는다. Node_State에는 다음과 같이 Normal, Root_ 

Node, Final_node, Previous_Root의 4가지의 값이 장될 수 

있다. Normal은 기본 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처음 모든 노드

는 Normal 상태로 시작한다. Root_Node는 노드의 재 상태

가 기 노드임을 나타내고 Final_node는 기 노드를 심으

로 가장 마지막 홉인 leaf 노드들을 나타낸다. Previous_Root

는 노드를 재선정하기 이 에 Root_Node의 상태를 가지고 있

던 노드를 나타낸다. 노드 i의 Forward_State를 라고 한다. 

Forward_State는 Search, Root_Feedback, Root_ReElection으

로 나 어진다. Search 단계는 처음 선정된 기 노드를 기

으로 홉 카운트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처음 선정된 기 노드

를 심으로 1-hop 내의 노드들을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기

노드는 클러스터 내에 있는 노드의 방향으로 홉 카운트들을 

측정한다. Root_Feedback 단계는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노

드의 홉 수를 다시 기 노드로 feedback하는 것으로 이 과정

을 통해서 기 노드는 클러스터에서 가장 큰 홉 카운트를 갖

는 노드를 알게 된다. Search와 Root_Feedback 과정 이 후에 

Root_ReElection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기 노드를 선정하게 

된다. a-FTSP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은 세 부분으로 나

어지는데, 이것을 First Interval, Second Interval, Third 

Interval이라고 한다.

4.1 홉 카운트 측정을 한 Search 단계

Search 단계는 임의의 기 노드를 심으로 네트워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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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노드들의 홉 카운트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모든 노드

는 First Interval 동안 Search 단계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알

고리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 노드는 기존 FTSP처럼 ID

가 가장 작은 노드가 기 노드로 선정된다. 선정된 기 노드

는 Node_State를 Root_Node로 변경한다. 모든 패킷에는 라

운드에 한 정보를 나타내는 Sequence_Number를 포함하게 

되는데, 노드 i의 Sequence_Number를 이라고 한다. 한 h

op_count 정보를 패킷으로 달하게 되는데 노드 i의 hop_co

unt를 로 표 한다. 모든 노드는 처음에 과 를 각각 0

으로 설정한다.

기 노드 i를 심으로 1-hop 내에 있는 노드 j가 메시지

를 수신한 경우 수신한   값을 확인하여 노드 j가 가진 

보다 작은 값이면 해당 메시지를 무시한다. 그 지 않은 경우 

  값을 수신 받은 메시지의   값으로 업데이트 하고 장

한다. 그 다음 달 받은 hop_count 값에 1을 더하여 장한 

후 업데이트 된 변수를 패킷에 반 하여 로드캐스트하게 

된다. 가 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는 메시지를 노드 j가 

이미 기 노드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업데이트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메시지를 수신 받는 이유는 네트워크 내에 

마지막 홉에 치한 leaf 노드를 찾기 함이다. 이 때 

final_hop 변수를 사용하여 Sequence_Number가 같은 메시지

가 수신되면 final_hop 값을 1 증가 시킨다. Leaf 노드는 더 

이상 다른 노드를 업데이트 시키지 못 하므로 자신과 같은 

Sequence_Number를 가진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Search 단계를 마친 이 후에 final_hop을 확인하여 그 값이 0

인 노드들을 leaf 노드들로 선정하고 해당 노드들의 Node_ 

State 정보를 Final_hop으로 변경한다. Sequence_Number가 

First Interval과 같은 값이 되면 Forward_State 값을 Root_ 

Feedback 값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Max_Hop_Count 값에 자

신의   정보를 장하는데, 임의의 노드 i의 Max_Hop_ 

Count 값을 
max 라고 한다. 값을 변경한 후에 Feedback 단계

로 넘어간다. Search 단계에서의 동작은 ALGORITHM 1에

서 설명하 다.

4.2 최 홉 카운트를 찾는 Feedback 과정

Search 단계가 끝나면 네트워크 내에 모든 노드는 동일한 

Sequence_Number 값을 가지게 되고 leaf 노드로 선정된 노

드들은 메시지를 feedback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  네

트워크 내에 모든 노드들은 Max_hop_Count를 자신의 hop_c

ount로 장하고, Leaf 노드들은 Sequence_Number 값을 1 

증가 시킨 후에 메시지를 로드캐스트 한다. 메시지를 수신 

받은 간 노드들은 내부에 장되어 있는 Max_hop_Count

값과 수신 받은 Max_hop_Count값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이 

오게 되면 수신 받은 Max_hop_Count로 업데이트하여 장

하고 이 값과 자신의 ID로 패킷을 구성하여 송한다. 의 

과정을 반복하여 기 노드는 클러스터 멤버들로부터 Max_h

op_Count들을 수신하게 되고 이 에 가장 큰 Max_hop_Cou

nt를 보낸 클러스터 멤버를 새로운 기 노드로 선정하게 된

다. 라운드가 Second_Interval이 되면 를 Root_ReElection

으로 변경하고 Root ID를 클러스터 내에서 가장 큰 hop coun

t를 갖는 노드의 ID로 변경하고 이 값을 Next_Node_ID라 한

다. 그리고 만약 기존의 Node_State가 Root_Node이면 노드

의 Node_State를 Previous_Root_Node로 변경하고 leaf 노드

들은 부 Normal로 변경한다. Root_Feedback 단계에서의 

동작은 ALGORITHM 2에서 설명하 다.

모든 노드에게 re-election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기 노드 

정보가 달되면 새롭게 선정된 노드를 기 으로 의 1단계 

과정부터 다시 반복한다.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Max_hop_ 

Count의 값이 어드는 방향으로 기 노드들이 선정된다. 만

약 이 값이 다시 커지거나 기존의 값하고 같게 되면 기 노

드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종료하고 FTSP 동기화 과정을 시작

하게 된다. 루트의 재선정 과정 알고리즘은 ALGORITHM 3

에서 설명하 다.

ALGORITHM 1. Search Operation 

node j received message from node i 

Init ←← ←←


max←max←←_

1: if    _
2:   ←  

3:   Message Broadcast

4: end if

5: if   == _
6:   ←_
7:   

max←
8: end if

9: if Receive Message

10:    if   

11:      _←_  
12:    else if   

13:      ←

14:      ←  

15:   Message Broadcast

16:    end if

17: end if

18: if _    
19:   if   _
20:      _←__
21:   end if

22: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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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2. Operation on Feedback

1: if   _
2:   ←  

3:   _
4: end if

5: if    _
6:   ←_
7:   _←__
8:   if _ _
9:      ←__
10:  else if _ __
11:    _ ←
12:  end if

13:end if

14: if Receive Message

15:  if   

16:    ←

17:    Message Broadcast

18:    if 
max  max

19:      if   

20:        
max←max

21:        __←__
22:      end if

23:   end if

24: end if 

ALGORITHM 3. Operation on Reelection

1: if    

2:    ←   

3:   Message Broadcast

4: end if

5: if    _
6:   if _ _
7:     _ _
8:   else

9:      ←

10:  end if

11: end if

12: if Receive Message

13:    if   

14:     ←

15:     ← 

16:     Message Broadcast

17:   end if

18: end if

5. 성능 평가

본장에서는 FTSP와 a-FTSP의 성능분석을 하여 OPNET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처음 선정되는 기 노드

의 치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홉 증가에 

따른 홉 에러이다[15, 16].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홉 에러 감소

에 따른 네트워크의 향을 알아보기 해서 토폴로지를 변경

시키면서 기존 FTSP와 a-FTSP의 성능을 비교한다. 추가

으로 네트워크 내에 노드의 개수를 증가시켜 hop 증가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면서 개선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한다.

5.1 OPNET State Transition  라미터 설정

Fig. 2. a-FTSP Algorithm Transition Diagram

Fig. 3. Mesh Topology Node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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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OPNET 시뮬 이터에서 구 한 a-FTSP의 state 

transition diagram이다. Init에서 기본 인 알고리즘 세 이 

이루어지고 Root_election 과정에서 새로운 기 노드를 선정

한다. 이 게 선정된 기 노드를 모든 노드에 장하여 

FTSP 동기화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1번 실험을 한 타미

터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Parameter Value

X dimension 400 (0.4Km)

Y dimension 300 (0.3Km)

Number of nodes 30

Communication range 100 (0.1Km)

Topology Random

Mobility Random Direction

Beacon Interval 30s

Hardware clock drift -30 →  +30 (µs)

HW clock drift variation -5 →  +5 (µs)

Table 1. System Parameters 

5.2 기  노드 치에 따른 성능 비교

두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서 Fig. 3과 같은 배치

에서 기 노드의 치를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Fig. 

4는 처음 선정된 기 노드가 구석에 치할 때 FTSP와 

a-FTSP의 average network error 값을 보인다. 값은 

체 네트워크에서 기 노드와 비교한 모든 클럭 에러의 평균값

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노드들이 기 노드에 얼마나 잘 동기

화 되었는지 나타낸다. 에 한 계산은 다음의 Equation (1)

과 같다.

  
 



 

  
                (1)

여기서 N은 노드의 집합을 나타내고 는 기 노드 i의 

logical time을 의미한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a-FTSP는 

기 노드를 재선정하기 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기화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까지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그 지만 재선정 과정이 끝난 후 FTSP를 실행하면 값이

빠르게 감소한다. 기존 FTSP 알고리즘의 경우 약 30us에서 

수렴하고, a-FTSP 알고리즘의 경우 20us에서 수렴하여 약 

33% 정도 가 감소한다.

Fig. 5는 네트워크 내에서 maximum neighbor error 값

을 나타낸다. 는 모든 이웃 노드사이의 동기화 오차 에서 

가장 큰 값을 의미하며 이는 Equation (2)와 같이 계산한다.

 max≤  ≤ ≤ ≤              (2)

Equation (1)과 (2) 값은 기 노드로 동기화 정도를 나타내

고 있기 때문에 기 노드로부터의 거리에 향을 받는다. 

Fig. 5에서 기존 FTSP와 비교하여 a-FTSP 방식의 경우 

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FTSP의 경우 

약 57us에서 수렴하고 a-FTSP는 41us에서 수렴하여 약 

28% 가까이 성능이 개선된다.

5.3 일직선 배치에서 성능 비교

노드의 배치가 Fig. 6과 같이 10개의 노드들을 일직선으로 

배치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다. 두 알고리즘의 와 를 

Fig. 7과 Fig. 8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직선 노드 배치에서 hop 수 증가가 동기화 에러에 미치는 

향은 크지만 노드의 개수가 10개로 많지 않으므로 의 감소 

효과는 Figs. 5-6과 비교하여 높지 않다. Mesh topology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드를 재선정하는 과정으로 인해 약간의 지연이 

Fig. 4. Average Network Error in Mesh Topology

Fig. 5. Maximum Neighbor Error in Mesh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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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ine Topology Nodes Placement

Fig. 7. Average Network Error in Line Topology

Fig. 8. Maximum Neighbor Error in Line Topology

발생하지만 FTSP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a-FTSP 

알고리즘의 값이 더 빠르게 떨어져서 기존 FTSP 알고리

즘은 13us에서 값이 수렴하고 a-FTSP 알고리즘에서는 10us

에서 수렴하여 24%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노드들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었을 때의 FTSP와 

a-FTSP 알고리즘의   값을 나타낸다. Mesh topology와 

비교하여 노드의 개수가 어들더라도   값이 매우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FTSP 알고리즘이 기

노드의 재선정 과정을 통해서 토폴로지 변화에 더 강인해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에서 기존 FTSP의   값

은 약 62us에서 수렴하고 a-FTSP 알고리즘에서는 45us에서 

수렴하여 약 28%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로 네트워크 체의 hop count가 크거나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 을 때에 두 알고리즘의 성능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Average Network Error with Varying Number of Nodes

5.4 노드의 개수에 따른 동기화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Fig. 9는 네트워크 내에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FTSP와 

a-FTSP 그리고 GTSP 알고리즘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보이고 있다. GTSP의 경우 다른 두 알고리즘보다 성

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TSP와 a-FTSP에서 

노드의 개수가 5개에서 20개 사이 일 때에는 두 알고리즘의 

에러의 차이가 선형 으로 증가하게 된다. 노드의 개수가 증

가함에 따라서 기 노드를 심으로 노드들의 홉 수가 증가

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게 되지만 a-FTSP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효율 으로 기 노드를 선정하므로 성

능의 열화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네트워크 내에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FTSP와 

a-FTSP 그리고 GTSP 알고리즘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확인하 다.   결과값과는 달리 노드의 개수가 5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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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 때에도 a-FTSP가   을 크게 일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노드가 을 때는 기 노드 재선정 알고리즘이 네

트워크 체 평균 으로는 그 성능이 제한 일 수 있다. 그러

나 는 네트워크의 평균이 아니라 체의 노드 에서 가

장 에러가 큰 경우를 선택한다. 이 경우 a-FTSP는 홉 길이가 

가장 큰 것을 우선 으로 이므로 노드의 개수가 제한된 경

우에도 를 이는데 a-FTSP는 효율 이다. 의 에

서 노드의 개수와 상 없이 a-FTSP 알고리즘이 기존의 

FTSP 알고리즘보다 5us 이상 에러가 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GTSP 알고리즘과 비교하게 되면 노드의 개수

가 많아질수록 GTSP의 성능이 a-FTSP보다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GTSP가 이웃간 에러에 을 맞추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네트워크 체에서 임의의 이웃간 

두 노드를 비교했을 때에 GTSP보다 이웃간 에러의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Table 2에서와 같이 a-FTSP는 체 

네트워크 동기화의 성능이 다른 두 알고리즘의 평균보다 우수

하며 이웃 간에 동기화도 기존 FTSP보다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FTSP는 기 노드 재선정 과정을 통해서 

이웃 노드간의 에러를 크게 감소시켜 다양한 토폴로지와 환경

에서 활용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 노드 기반의 시간동기화 알고리즘에서 

기 노드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해서 논의하 다.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가 많아지거나 거리가 늘어날수록 지연 에러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기 노드가 처음 선정되는 치에 따라

서 홉이 크게 늘어나 홉 지연이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a-FTSP 알고리즘은 Search, Feedback, Re-election 

과정을 반복하여 최 의 기  노드 치를 찾게 된다. 실험 

결과에서 a-FTSP 알고리즘의 성능이 기존의 FTSP 알고리

즘보다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노드의 개수

가 증가하거나 네트워크 체의 hop 수가 증 가함에 따라서 

그 성능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a-FT

SP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에 나타나는 기 노드 재선정과정

으로 인한 지연은 라미터의 조정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a-FTSP 알고리즘은 기존의 FTSP 알고리즘보다 네

트워크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 인 활용이 가능하다.

References

[1] D. Wang and Y. Song, “A novel distributed global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 in cognitive radio ad hoc networks,” 

Number of Nodes

Algorithm 10 20 30 average

FTSP 14.2 25.8 30.7 23.5

a-FTSP 9.5 17.5 28 18.3

GTSP 27 28.7 31.1 28.9

Fig. 10. Maximum Neighbor Error with Varying Number of Nodes 

Table 2. Average Network Error (us) with Varying Number of Nodes 



기 노드의 재선정을 통한 토폴로지 변화에 강인한 시간 동기화  199

  

in 2015 IEEE Global Communications Conference 

(GLOBECOM), Dec. 2015, pp.1-6. 

[2] K. Manolakis and W. Xu, “Time synchronization for multi- 

link D2D/V2X communication,” in Proc. IEEE 84th Vehicular 

Technology Conf. (VTC), 2016, pp.1-6.

[3] W. Sun, F. Brännström, and E. G. Ström. “Network 

Synchronization for Mobile Device-to-Device Systems,” 

IEEE Trans. on Commun., Vol.65, No.3, pp.1193-1206, Mar. 

2017. 

[4] M. Maroti et al., “The Flooding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 Proc. 2nd ACM Conf. Embedded Networked 

Sensor Systems, ACM Press, 2004, pp.39-49.

[5] P. Sommer and R. Wattenhofer, “Gradient clock synchroniza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n IPN ’09: Proceedings of the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Processing in 

Sensor Networks, pp.37-48

[6] I.-K. Rhee, J. Lee, J. Kim, E. Serpedin, and Y.-C. Wu, “Clock 

Synchroniza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An Overview,” 

Sensors, Vol.9, pp.56-85, 2009.

[7] Y. Zhang et al., “Mac-Time-Stamping-based High-accuracy 

Time Synchronization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Software Networking 

(ICSN), May 2016.

[8] B. Sundararaman, U. Buy, and A. D. Kshemkalyani, “Clock 

synchronization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a survey,” 

Ad-Hoc Networks, Vol.3, No.3, pp.281-323, Mar. 2005.

[9] Y. Bi, H. Shan, X. S. Shen, N. Wang, and H. Zhao, “A multi- 

hop broadcast protocol for emergency message dissemination 

in urban vehicular ad hoc networks,” IEEE Trans. Intell. 

Transp. Syst., Vol.17, No.3, pp.736-750, Mar. 2016.

[10] U. N. Kar and D. KumarSanyal, “An overview of device- 

to-device communication in cellular networks,” ICT Express 

on Science Direct, Vol.4, Iss.4, pp.203-208, Dec. 2018.

[11] OPNET, Retrieved May. 2019, from https://www.riverbed. 

com/sg/index.html

[12] C. Lenzen, P. Sommer, and R. Wattenhofer, “PulseSync: An 

efficient and scalable clock synchronization protocol,” 

IEEE/ACM Trans. Netw., Vol.23, No.99, pp.717-727, Mar. 

2014.

[13] W. Sun, E. G. Ström, F. Brännström, and M. R. Gholami, 

“Random broadcast based distributed consensus clock 

synchronization for mobile networks,” IEEE Trans. Wireless 

Commun., Vol.14, No.6, pp.3378-3389, Jun. 2015.

[14] W. Sun, M. R. Gholami, E. G. Ström, and F. Brännström, 

“Distributed clock synchronization with application of D2D 

communication without infrastructure,” in Proc. IEEE 

GLOBECOM Workshop, Atlanta, GA USA, Dec. 2013, pp. 

561-566.

[15] W. Sun, M. R. Gholami, E. G. Ström, and F. Brännström, 

“Distributed clock synchronization with application of D2D 

communication without infrastructure,” in Proc. IEEE 

GLOBECOM Workshop, Atlanta, GAUSA, Dec. 2013, pp. 

561-566.

[16] M. Leng and Y.-C. Wu, “Distributed clock synchronization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using belief propagation,” 

IEEE Trans. Signal Process.,Vol.59, No.11, pp.5404-5414, 

Nov. 2011.

   

https://orcid.org/0000-0002-4904-6339 

e-mail : jeony9672@cbnu.ac.kr

2017년 충북 학교 정보통신공학부(학사)

2017년～   재 충북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과정

심분야 : Ad-hoc, 시간동기화, VANET

김 태 홍

https://orcid.org/0000-0001-6246-6218 

e-mail : taehongkim@cbnu.ac.kr

2005년 아주 학교 정보 컴퓨터공학부 

(학사)

2007년 KAIST 정보통신공학(석사)

2012년 KAIST 산학(박사)

2012년～2014년 삼성 자 책임연구원

2014년～2016년 한국 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2016년～   재 충북 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조교수

심분야 :무선센서네트워크, IoT, SDN/NFV

김 태 

https://orcid.org/0000-0001-6326-2559 

e-mail : ktjcc@cbnu.ac.kr

2003년 연세 학교 자공학과(학사)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 기 자공학과 

(박사)

2011년～2013년 한국 자통신연구원

2017년～   재 충북 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

심분야 :센서 네트워크, SDN/NFV, 이동형 릴 이 시스템



200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통신 시스템 제8권 제8호(2019. 8)

이 재 생

https://orcid.org/0000-0002-9413-6544 

e-mail : jslee15@add.re.kr

2006년 고려 학교 기공학(학사)

2008년 KAIST 기공학(석사)

2008년～   재 ADD 선임연구원

심분야 :MANET TDMA, Military-IoT

함 재 

https://orcid.org/0000-0002-8502-6976 

e-mail : mjhham@add.re.kr

1999년 동국 학교 컴퓨터공학(학사)

2001년 포항공과 학교 컴퓨터공학(석사)

2016년 고려 학교 컴퓨터정보학 (박사)

2001년～   재 ADD 책임연구원

심분야 : 술  모바일 네트워크, 트래픽감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