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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센서  임베디드 시스템, 력/ 가격의 무선 통신, 애드 혹 (ad hoc) 네트워크, MEMS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의 발달은 센서 네트워크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 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체 트래킹, 상

태 정보 리  이벤트 순서화와 같은 기본 인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시각 정보 제공  시각 동기는 기

본 으로 요구되는 요소  하나이다. 제한된 자원과 에 지를 갖는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 

동기 기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시각 표  방법에 한 고려를 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UTC TOD와 같은 역 

시각 표  방식은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을 해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시각 동기 

로토콜 확장을 통해 센서 네트워크에서 역 시각 정보를 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 다.

ABSTRACT

Advances in smart sensors, embedded systems, low-power design, ad-hoc networks and MEMS have allowed the development of low-cost 

small sensor nodes with computation and wireless communication capabilities that can form distributed wireless sensor networks. Time 

information and time synchronization ar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since many sensor network applications 

need time information for object tracking, consistent state updates, duplicate detection and temporal order delivery. Various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s have been proposed for sensor network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sensor networks which have limited 

computing power and resources. However, none of these protocols have been designed with time representation scheme in mind. Global time 

format such as UTC TOD (Universal Time Coordinated, Time Of Day) is very useful in sensor network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network time protocol extension for global time presenta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키워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각 동기, 역 시각, 네트워크 시각 로토콜

Key word

Wireless Sensor Networks, Time Synchronization, Global Time, Network Time Protocol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2564

Ⅰ. 서  론

 

스마트 센서  임베디드 시스템, 력/ 가격의 

무선 통신, 애드 혹 (ad hoc) 네트워크, MEMS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기술의 발달은 센서 네트워

크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 다. 센서 네트워크는 애드 

혹 네트워크의 일종으로 센싱 기능과 계산처리, 무선 

통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 는 

데이터 집 국 역할을 하는 기 국 (base station, 혹은 

sink)으로 구성된 무선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기본 으

로 센서 노드는 감지된 정보를 기 국으로 달하고, 

기 국은 인터넷과 같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

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

람이 될 수도 있고 센서 네트워크 응용 소 트웨어가 

탑재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센서 노드들

은 기존에 미리 설치된 네트워크의 이용없이 스스로 애

드 혹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 국에 데이터를 송한

다[1,2]. 

센서 네트워크의 여러 핵심 기술 요소 에서 시각 

동기 기술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에 필수 요소이다. 다

양한 센서 네트워크 응용 분야는 그 동작에 있어 공통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센서 노드가 감지한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소스와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싱크로 구성되며, 싱크는 그 자체가 센서 노드가 

배치된 센서 필드에 배치되어 네트워크의 일부로 동작

하기도 하고, 네트워크의 외부에 배치되어 동작하기도 

한다. 

일반 으로 싱크는 데이터를 감지하는 노드 그 자체

보다는 수집된 데이터에 더 큰 비 을 둔다. 센서 네트

워크의 동작은 소스와 싱크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기능 유형을 추출할 수 있는데, 가장 표 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벤트 인지 (event detection): 센서 노드는 특정 이벤트

의 발생을 감지하고 이를 보고 해야 한다.

· 주기 인 감시 (periodic measurements): 센서 노드는 

센싱한 값을 주기 으로 통보하도록 설정될 수 있으

며, 싱크로의 통보는 감지된 이벤트에 의해 유발되기

도 한다. 통보 주기는 응용 분야에 따라 다르게 지정

된다.

· 추  (tracking): 이벤트 소스가 이동할 때 센서 노드는 

다른 노드와 력하여 이를 추 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와 같은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에 기본 으로 사

용되는 동작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시각 정

보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센서 노드가 감지한 데이

터를 달 할 때 노드는 정확한 시각 정보를 데이터에 

포함해서 달해야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노드, 혹은 

싱크가 유용하게 가공해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 노드들로부터 같은 이벤트의 복 감지 인

식, 기록된 이벤트의 발생 순서 구분, 이동체의 이동 속

도 계산 등에 시각 정보는 기  데이터가 된다. 한, 제

한된 에 지의 효율 인 활용을 해 노드가 스스로 동

작을 단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것을 주기 으로 반복

하게 되는데, 이때 노드들 간의 동기화된 데이터 센싱과 

송수신을 해 동작의 단 과 시작 을 정하는 데에 

시각 정보는 필수 인 요소가 된다[4].

기존의 분산 시스템에서와는 달리 자원과 처리 능력

에 제한을 가진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

한 시각 동기 로토콜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부분의 

알고리즘에서 시각 표  방법에 한 고려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세계표 시 (UTC TOD: Universal Time 

Coordinated, Time Of Day)와 같인 역 시각 정보 표  

방식은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에 매우 유용한 형태  하

나이다. 재난 감시나 환경 감시와 같은 응용에서 이벤트

의 발생 시 을 추 하거나 온습도와 같은 환경 측정값

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데 역 시각 정보는 필수 이

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역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한 시각 리  동기 기법에 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인터넷 시각 동기 로토콜

과 효과 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센서 네트워크를 한 인터넷 시

각 동기 로토콜 확장에 해 제시하고 3장에서 제안

한 기법의 구   성능 분석을 다룬다. 4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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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인터넷 시각 

동기 로토콜 확장

2.1 시각 구조  함수 정의

세계 표 시 (UTD TOD)의 역 시각 정보를 표

하기 한 시각 구조로 아래 그림과 같은 64비트 논리 

시각 구조를 정의하 다. NTP (Network Time Protocol)

에서와 같이 해당 값은 1900년 1월 1일 0시 이후의 시

간 값을 와 마이크로 로 갖는다[5,6]. NTP 시각 소

인 포맷을 논리 시각 포맷으로 활용함으로써 센서 네

트워크 게이트웨이나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 기존 

인터넷 NTP 시스템과 효율 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 64비트 논리 시각 구조
Fig. 1 64bits logical time structure

이러한 논리 시각 구조에 근하고 사용자 편의성

을 제공하는 시각 서비스를 해 다음의 함수를 정의

하 다. 

· Set time of day: 센서 노드의 논리  시각 값을 설정하

는 함수이다. 

· Get time of day: 노드의 재 시각을 논리 시각 구조의 

포맷으로 알려주는 함수이다.

· Get Gregorian calender and time: 노드의 그 고리안 캘

린더  재의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함수로 사용자

는 재 시각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2.2 시각 동기 기법

일단 노드가 재의 UTC TOD를 획득하면, 노드는 

자신의 지역 클럭에 기반하여 재의 시간을 유지하

게 된다. 노드는 정확성  정 성에 있어 기능이 떨어

지는 지역 클럭을 갖고 있으며, 한, 환경  요인에 

의해 시각 정보는 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시

각 정보를 유지하기 해서는 시각 동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역 시각 동기 기법은 다음과 

같다. 

센서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혹은 베이스 스테이션

은 외부망과 연동하여 UTC에 동기되고, 앞서 제시한 바

와 같이 64비트의 논리 인 시각 구조를 갖는다. 베이스 

스테이션은 이러한 시각 값을 갖는 시각 소인 메시지를 

하  센서 노드로 로드캐스 하고, 시각 소인 메시지

를 수신한 센서 노드들은 자신의 시각 정보를 갱신하고, 

자신의 시각 값을 갖는 시각 소인 메시지를 생성하여 하

 노드로 재 로드캐스 한다. 이러한 차를 반복함

으로써 센서 네트워크 내 모든 센서 노드들은 베이스 스

테이션에 동기되고, 결과 으로 모든 센서 노드는 UTC 

TOD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2. 시각 동기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time synchronization

Ⅲ. 구   성능 평가

제안한 시각 동기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해 

MicaZ와 TinyOS-2.0 기반의 랫폼에서 구 하 다

[7,8]. 

TinyOS-2.0에서 제공되는 시각 정 도는 TMilli, 

T32khz와 TMicro로 표 되며 모든 정 도는 1 에 

한 2진수 단 로 표 된다. 즉, TMilli는 1 당 1,024 틱

을 나타낸 것이고, T32khz는 1 당 32,768 틱을 표 한 

것이다. TMicro는 1,048,576 틱을 의미한다[9]. 

제안 기법의 구 에서 64비트 논리  시각 구조는 

256 TMilli마다 업데이트되며 이는 250ms을 의미한다. 

그림 3은 TinyOS-2.0에서 64비트 논리  시각 구조  필

수 함수의 구 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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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inyOS-2.0에서의 시각 구조  함수
Fig. 3 Time structure and functions in TinyOS-2.0

그림 4는 역 시각 정보 리  동기 기법의 실험 환

경을 나타낸 것이다. 베이스 스테이션은 표  NTP를 통

해 표  UTC에 동기되어 있다. 

그림 4. 실험 환경
Fig. 4 Experiment environments

본 실험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은 시각 동기 메시지

를 매 12 마다 로드캐스 하도록 설정하 다. 노

드 ID 1번인 센서 노드는 매 2 마다 자신의 로컬 시각 

정보를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송하고, 노드 ID 2번인 

센서 노드는 매 3 마다 자신의 로컬 시각 정보를 베이

스 스테이션으로 송하도록 하 다. 베이스 스테이

션은 센서 노드들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시리얼 통

신을 통해 모니터링 PC로 송한다. 센서 노드는 자신

의 로컬 시각 정보를 그 고리안 캘린더  시각 포맷

으로 송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 UTC 시각  시각 동기 결과
Fig. 5 UTC time and synchronization results

 그림은 센서 노드가 UTC TOD 형태의 재 시각 

정보를 유지하며 시각 동기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센서 노드가 역 시각 정보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다양한 응용에 

용될 수 있음을 보여 다. 

Ⅳ. 결론

본 논문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역 시각 동기를 

한 시각 정보 표 과 리  동기 기법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기존 인터넷 시각 동기 로토콜과 효과 으

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 다. 센서 노드에서 역 시각 

정보를 표 하기 한 64비트 논리  시각 구조와 근

하기 한 필수 함수를 정의하 다. 한 보다 정확하고 

정 한 시각 정보를 유지하기 한 시각 동기 기법도 제

시하 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해 MicaZ

와 TinyOS-2.0에 기반한 랫폼에 구 하 으며 실험 결

과를 통해 센서 노드는 표  UTC TOD를 유지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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