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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으로 센서 네트워크는 라우  트리를 구축한 후에 시간 동기화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시간 

동기화가 늦어지고 교환하는 패킷이 증가하여 에 지를 많이 소모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번의 러딩 과정으로 라우  트리를 구축하고 시간 동기화를 이와 동시에 수행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시뮬 이션에 의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동기화 알고리즘인 

TPSN과 동등한 수 의 정확도를 보이면서 동기화 속도  에 지 소모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

하 다.

1. 서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란 다량의 센

서들이 무선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센서 네트

워크에서 노드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하여 라우  

트리가 구축되어야 하며, 한 MAC 계층의 시분할 통신

을 하여 시간 동기화가 필수 이다.

  일반 으로 이 두 가지는 별개로 연구되고 있으며, 센서 

네트워크는 먼  라우  트리를 구축한 후에 시간 동기화

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결합

한 시간 동기화 기법을 제안한다. 라우  트리를 구축하기 

하여 러딩을 할 때 패킷 송시간과 패킷 수신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시간 동기화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

선하 다. 일반 으로 러딩은 방향 패킷만 사용하지

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역방향 패킷도 활용한다

는 것이 가장 큰 차이 이다. 이로 인하여 속도가 빠르면

서도 력을 게 소모하는 센서 네트워크의 시간 동기화

가 가능해진다.

2. 련연구

 2.1 Flooding Routing Protocol

  러딩 라우  로토콜[2]은 이웃 노드에 한 테이블

을 작성하지 않고  범 에 있는 모든 노드에 패킷을 

달하는 라우  로토콜이다. 

  패킷은 지정된 홉 수가 될 때까지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하여 달한다.  

  2.2 RTAF 라우  트리 구축 알고리즘

  RTAF(Routing-Tree construct Algorithm by single 

Flooding) 라우  구축 알고리즘[3]은 러딩 방식으로 라

우  패킷을 보낼 때, 새로운 신호를 받은 노드들이 주변

의 노드에게 신호를 달하는 정방향 패킷과,  되돌아오는 

패킷인 역방향 패킷을 이용하여 부모-자식간의 계를 만

들어 싱크노드를 심으로 트리구조를 완성시키는 알고리

즘이다.  

2.3 TPSN (Timing-sync Protocol for Sensor Networks)

  TPSN[1]은 LTS기법을 이용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동기화하는 기법이다.  

  LTS 기법은 두 노드간에 서로의 송수신 타임스탬 를 

고받음으로써 노드간의 오 셋을 측정하여 시간을 동기화

하는 방법이다.

  TPSN은 두 단계로 나 어서 동기화를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네트워크의 각 노드에 벨을 할당

하여 계층  토폴로지를 형성한다. 벨 0에 해당하는 하

나의 루트 노드를 심으로 트리 구조가 형성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하  벨의 노드가 상  벨의 노드

에 시간 동기를 수행한다. 

  동기화 단계의 마지막 시 에 모든 노드는 루트 노드의 

시간에 동기 되어 네트워크 체의 동기가 이루어진다.

  TPSN 기법은 기존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간 동기 기

법들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장 을 가진다. 

  하지만, 다수의 노드들이 몰려 있는 경우에 시간 동기화

에 참여하는 노드와 패킷수가 많아져서 네트워크에 오버

헤드가 발생하여 패킷 송을 한 에 지 소모가 증가하

고, 시간동기화가 늦춰질 수 있는 단 이 있다.

3. TSRA 시간동기화 라우  트리 구축 알고리즘

 기존 센서네트워크에서는 라우 과, 시간동기화가 별개

로 구 되어 있다. 

  이는 시간 동기화 과정의 딜 이문제와, 다수의 패킷 교

환으로 인한 에 지 소모 문제를 유발한다. 

  본 알고리즘은 종  기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단일 러딩 트리 구축 알고리즘에 받은 시간과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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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보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패킷 구조

  이 알고리즘에는 정방향 패킷을 이용하여 새로운 라운

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라운드 패킷으로 명명하

다.

  라운드 패킷은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ID 

(2)

Hop 

(2)

Rou

nd 

(2)

PID 

(2)
Recv_ts (8) Send_ts (8)

(그림 1) Round 패킷의 구조

∙ ID : 노드의 식별번호

∙ Hop : 트리에서의 노드 차수

∙ Round : 라운드 순서번호

∙ PID : 부모 노드의 식별번호

∙ Recv_ts : 새로운 라운드 신호를 받은 시간

∙ Send_ts : 재 라운드 패킷을 보내는 시간

3.2 TSRA 알고리즘

  TSRA (Time Synchronization Routing Algorithm)의 

순서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라우  시간동기화 순서도

 • Hop과 Round, PID, Children_idx 를 기화 한다.

 • Children_idx는 해당 노드의 자식이 증가할 때마다 1

씩 증가 시켜 다.

 • 싱크노드는 가장 높은 홉이기 때문에 Hop을 0으로 

하고, 부모가 없는 최상  노드이기 때문에 PID도 0

으로 만든다. 

 • 재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므로 Round를 1 증가 

시키고 기 노드이기 때문에 Offset 값도 0으로 만들

어서 딜 이 시간 없이 바로 패킷을 송한다. 

 • 새로운 라운드 패킷을 받은 노드들은 받은 시간을 기

록하여 Recv_ts 필드에 넣고, 라운드는 새로운 라운드

로 갱신한다. 

 • 라운드 패킷의 ID필드에 있는 아이디를 부모 아이디

로 등록하고, 패킷의 홉에 1을 증가 시킨다. 

 • delay 시간을 첫 라운드에는 자신의 ID를 1000으로 

나  값을 주고, 첫 라운드가 아닌 경우 기에 지에

서 잔존에 지를 뺀 수로 딜 이 시간을 다. 

 • 이 게 계산한 값을 재 시간과 더해 보내는 시간 

즉 Send_ts에 넣어 라운드 패킷을 로드캐스트한다. 

 •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같은 홉에서 잔존에 지가 많

은 노드가 신호를 먼  보내도록 하여, 주 의 노드가 

에 지 잔존량이 많은 노드를 부모 노드로 선택하도

록 유도하도록 한다. 

4. 시뮬 이션  성능분석

• 라운드별 평균 시간차

  TSRA방법은 노드의 분포간격에 따라 가까울 때는 작

아지고, 멀어질수록 커지는 시간차를 보 다.. 

  TPNS방법은 노드가 앙에 치한 경우와, 끝에 치

한 경우에, 평균 인 시간차가 약간 더 작았지만, 랜덤한 

경우에는 TSRA방법보다 시간차가 크다.

• 라운드별 시간 동기화까지의 소요시간

  TPSN의 경우 노드들이 몰려 있을 때에 시간 동기화를 

해 많은 시간을 소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SRA의 경우 싱크노드가 앙에 있을 때와 랜덤한 

치에 있을 때에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SRA와, 기존 TPSN 로토콜

의 차이 은 <표 1>과 같다.

구분 기존 방식(TPSN) 제안방식(TSRA)

라우
방법

러딩을 이용한 
계층구축

러딩을 이용한 
트리 구축

시간동기화 
과정

LTS를 이용
(3개의 패킷 필요)

트리 구축시 시간동기를 
한 데이터 산출

메시지충돌 
회피

MAC 계층에서 
CSMA/CA로 충돌 회피

에 지 잔존량으로 
충돌 회피

력 한 
설계

없음 에 지 잔존량을 이용

구 시 
필요한 패킷

각 노드당 4개
-1단계 : 1개
-LTS : 3개

각 노드당 2개
- 러딩 패킷 : 1개
-시간동기정보 패킷 : 1개

 <표 1> TPSN과 TSRA 비교

5. 결 론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종 의 동기화 알고리즘들은 네

트워크 구조를 만들기 한 과정과, 시간동기화가 따로 구

이 되어있어서 다수의 패킷 신호와 차가 필요했었다.

  본 연구는 “단일 러딩에 의한 센서 노드들의 라우  

트리 구축 알고리즘”과 LTS 기법을 응용하여, 단일 러

딩 방법으로 라우  트리구축과, 시간 동기화를 이룰 수 

있게 하 다.     

  단일 라우 을 통해 패킷교환을 이고 네트워크 구축

을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었고, 특정 노드만 에 지 

소모가 집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여 네트워크

의 체 인 수명을 늘릴 수 있게 하 다.

  한 TPSN과의 비교 시뮬 이션으로 단일 러딩을 

이용한 시간 동기화 방법의 유리함을 확인하 다. 

  재는 시뮬 이션을 통해 시간오류와 구축 시간을 

측정하 으나, 실제 센서 노드에 용하여 측정하지 못하

으므로 실제 센서노드 환경을 구성하여 평가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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