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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반딧불 감을 받은 근 방식을 사용하는 분산 타이  동기 기술을 연구한다. 노드가 직

교주 수분할다 속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통신하는 패킷 기반 통신을 하는 다  반송  시스템에 잘 용될 수 

있도록, 펄스의 결합진동자 이론에 기반한 반딧불 동기 알고리즘을 재조명한다. 주요 결과로써, 네트워크 내 노드 

수  네트워크 상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변수가 주어질 때, 타이  동기화 시간을 최소화 하는 방식에서 결합

함수  검  임계값을 최  설계함으로써 새로운 동기 코드 검 기를 소개한다. 실제 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기 

상태로의 수렴을 보이기 해 컴퓨터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ABSTRACT

In ad hoc networks, a distributed timing synchronization is studied using a firefly-inspired approach. We illuminate the exiting 

synchronization algorithm based on the theory of pulse-coupled oscillators so that the algorithm can be applied to multi-carrier systems 

through packet-based communications, where nodes communicate over an 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 access air interface. As our 

main result, we introduce a new sync-code detector, which optimally designs both the coupling function and the detection threshold when 

various network parameters such as the number of nodes in the network and network topology are given a priori. Computer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show the convergence to a synchronized state in realistic network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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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MT-Advanced 에서 제안되었고 LTE-Advanced 에

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정의된 기기 간 직 통신(D2D 

Communication: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1]

은 상 으로 거리가 가까운 두 사용자가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직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기존의 

앙 집 화 방식에 비해 주 수 자원을 반만 사용, 주

수 효율을 두 배로 만들 수 있는 통신방식이다[2]. 

한 최근의 무선기술, 마이크로 시스템  센서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각각의 센서가 환경을 인식  측정하

고 데이터를 처리 후 서로 간에 통신을 주고받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가 가능해졌다 [3]. 그러나, 의 기기 간 

직 통신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분산된 애드 혹 네

트워크에서는 기지국에 의해 네트워크의 타이  동기

화가 이루어지던 기존의 앙 집 화된 시스템과는 

달리 앙의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산된 노

드들로부터 네트워크를 타이  동기화하는 로토콜

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타이  동기화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

든 노드들이 동일한 내부기 시간을 가지게끔 동작하

는 것으로, 시간분할다 속 [4], 시공간 코딩을 이용한 

동 송 [5], 수면 모드의 스 쥴링 등 주 수/에 지 

효율 인 네트워크 활용에 필수 인 조건이다. 분산된 

네트워크에서의 동기화를 해 제안된 기 기술들 

[6-8]이 상  계층으로부터의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

아야 하는 반면, 자연의 반딧불에서 감을 받은 분산 동

기화 기술은 간단한 규칙과 규모의 확장에 자유로운 특

성으로 인해 최근 주목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반딧불들이 혼돈의 상태에서 자연

으로 동기화를 이룬다는 사실이 발견된 이후, Mirollo와 

Strogatz는 펄스 결합진동자 (Pulsed Coupled Oscillator) 

이론을 이용해 반딧불 동기화의 원리를 수학 으로 완

벽하게 설명하 다 [9]. Mirollo-Strogatz 모델에서는 반

딧불의 반짝임을 매우 짧은 시간동안 방출되는 펄스로 

가정하 고, 이 펄스 기반의 반딧불 모델을 재의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용하기 해 여러 가지 실 인 조

건이 고려되었다. 의 지연 [10], 채  감쇠와 잡음 

[11]이 고려되었으며, 네트워크 상에 따른 결합함수의 

수렴효과 [12]  연속된 펄스로 이루어진 긴 동기화 신

호 반  [13]을 보 다.

그러나 실 인 무선 채  환경에서 펄스 기반의 

동기화 기술은 잡음과 간섭으로 인해 펄스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다는 과 노드의 상태가 네트워크 타이

 동기화를 한 동기화 모드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

신 모드로 구분된다는 두 가지 문제 을 가진다. 특히 

두 번째 문제 인 모드의 구분은 앞으로 요하게 될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는 단 으로 작용할 것이

다. 를 들어, 동 인 네트워크에서는 연결이 끊어져 

있던 부분이 체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재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동시에 타이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 Tyrell 등은 타이  동기화 신호를 데이터 신

호에 포함시킨 패킷 기반의 반딧불 동기화 기술을 제안

하 다 [14].

패킷 기반의 반딧불 동기화에서는 리앰블로 구성

된 동기화 신호와 정보 송 데이터가 모여서 하나의 패

킷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IEEE 802.11과 같은 규격에서 

사용되는 직교주 수분할다 속(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패킷 통신에

서 제안하는 패킷 구조와 유사하며, OFDMA 기반 하에

서의 반딧불 동기화 기술 역시 작동함을 보인 바 있다 

[15]. 동기화 신호로는 PN (Pseudorandom Noise) 코드와 

같이 자기 상 성이 뛰어난 신호를 모든 네트워크의 노

드들이 공통으로 사용한다. 이 때 데이터를 송하는 

노드는 자신의 기  시간에 맞추어 동기화 신호를 포함

한 패킷을 송한다. 데이터를 송하지 않는 노드들은 

외부에서 수신되는 신호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찾고, 동

기화 신호가 검출되는 경우, 검출된 동기화 신호로부터 

자신의 기 시간을 반딧불 모델에서 주어진 결합함수

에 의해 재설정하며, 동시에 수신된 데이터를 복호하게 

된다.

와 같은 모델에서 노드는 패킷을 송하는 동안 

신호를 수신할 수 없고 이것은 일반 인 애드 혹 네트

워크에서 가정되는 시분할 이 화 시스템에서와 같이 

주 수 역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상황과 잘 일치

한다. 한 노드들 간의 거리에 따른 지연이 존재

하는데 이는 수신된 신호에 반응을 하지 않는 불응기 

(refractory period)를 노드의 결합함수 (coupling 

function)에 반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킷 기반 반딧불 동기화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른 결합함수의 형태와 동기화 신호를 검출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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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값의 크기가 네트워크 타이  동기화의 성능을 결

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반딧불 동기화 모델을 패킷 기반 

OFDMA 시스템에 용할 수 있도록 타이  동기화 신

호를 리앰블의 형태로 패킷 모델에 결합시키는 통합

된 framework을 제공하며 주어진 모델이 실 인 네트

워크 상에서 정상 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인다.  

한, 반딧불 동기화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변수인 

결합함수의 변수와 검  임계값을 최 화하여 표의 형

태로 제공한다. 반딧불 동기화 모델의 최 화는 네트워

크 타이  동기화 시간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

며, 이때 타이  동기화 시간은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

의 기 시간에 한 평균 타이  오차의 분산이 특정 

벨 이하로 떨어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보다 

구체 으로, 주어진 네트워크 구조변수인 노드의 수와 

푸아송 과정 변수의 다양한 에 해 최 화시킨 반딧

불 동기화 모델 결합함수의 변수와 검  임계값을 

Monte-Carlo 시뮬 이션을 통해 결정하여 표로 제시한

다. 수신기에서는 동기화 알고리즘 동작 이 에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구해진 최 의 값들이 수치 으로 결정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모의실험

에 사용된 시스템  채 모델을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Mirollo-Strogatz 동기화 모델과 다  반송  시스템에

서의 분산 타이  동기 기술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결합함수와 검  임계값의 최  설계방안을 제시하고, 

V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최 화

된 결과를 제공한다. VI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  마

무리 한다. 

그림 1. 임 구조
Fig. 1 Frame structure

Ⅱ. 시스템  채  모델

본 논문에서는 가로  세로가   km 로 주어진 평면 

공간에 노드   개가 균일한 확률을 가지고 분포하는 2

차원 평면구조의 네트워크를 가정한다. 노드의 송

력은   로 동일하며 모든 노드는 동일한 주 수 역을 

사용한다. 한 노드의 신호가 다른 노드에게 달될 때 노

드 사이의 거리에 따른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야 한

다. 동기화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하여 불응기 

을 두게 되는데, 불응기는  지연과 계된 아래 수식

을 만족하도록 잡는다. 

  ∙max           (1)

결합함수에서   동안은 다른 노드들로부터 

송된 신호를 탐지하여도 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비 결

합 (uncoupled)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노드가 송

신 모드에 있을지 수신 모드에 있을지는 푸아송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푸아송 과정은 상 계층에서 송할 데

이터가 임의의 시간에 내려오는 것을 모사하는 것으로, 

푸아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변수 는 노드들이 얼마나 

자주 데이터 송에 참여하는지에 한 정도를 나타내

게 된다. 즉, 가 커질수록 송신 모드에 있는 노드 수가 

증가하게 된다. 실험 결과 평균 으로 100번의 동작  

  이면 39번,   이면 53번,   이면 63

번의 횟수로 송신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송신 모드에 있는 노드는 그림 1과 같은 임을 

송한다. 임구조는   msec 길이의 임의 가장 

앞부분에   usec 길이의 동기화 신호가 리앰블로써 

존재한다. 

동기화 신호는 자기 상 성이 높은 Hadamard 행렬 

의 한 행을 시간축의 신호로 사용한다. 은 아래의 

계식을 통해 구해진다.


 ⊗   



 


 

  

 식에서 ⊗기호는 Kronecker 곱을 나타낸다. 채

모델은 ITU-R 보행자-B의 다 경로 채  값을 사용한

다. 채  각각의 요소는 large-scale 경로 손실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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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scale 페이딩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small-scale 페이딩은 노드들 간 서로 독립 으로 생성된 

랜덤 변수로써 Rayleigh 페이딩으로 모델링된다고 가정

한다.

Ⅲ. 패킷 기반 통신 시스템에서의 분산 

타이  동기 기술

3.1. Mirollo와 Strogatz 모델 [9]

분산된 노드들이 단순한 규칙을 통해 자발 인 동기

화를 이루는 Mirollo-Strogatz 반딧불 동기화 모델은 펄스

의 결합된 상호진동자 모델로써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

다. 노드 의 진동자는 상변수 를 가지며 다른 

노드의 수신 신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변수는 

아래와 같이 선형 으로 증가한다. 









시간   이 되었을 때의 시간   를 노드 

의 기  시간이라고 하며, 이 때 노드 는 펄스를 방출하

고 는 다시 0으로 바 다. 시간   에 다른 노

드 로부터 동기화 신호가 수신된 경우 노드 는 자신의 

상변수 를 재의 값에 비례해서 변화시킨다. 

Mirollo와 Strogatz는 다양한 형태의 결합함수를 조사하

고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식에서도 네트워크의 

동기화가 가능함을 보 다.


   min ∙       (2)

이 때, 
 는   직후의 상을 의미한다. 식 (2)

에서 변수 와 는 결합변수로써 와 는 결합함수 

의 기울기와 기 편 값을 나타낸다. 모든 노

드가 동일한 결합함수를 가질 때, >1, 0<<1의 경우 

노드들의 기 조건과 계없이 네트워크의 타이  

동기화는 이루어진다. 즉,  조건 하에서 매 임마

다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의 기 시간에 한 평균 타

이  오차가 어드는 수렴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 변수 와 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결합함수를 

설계하는 것이 반딧불 동기화 기술의 성능을 결정하

게 된다.

그림 2. 동기화 알고리즘
Fig. 2 Synchronization algorithm

3.2. 패킷 통신 구조에서의 동기화

반딧불 동기화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이 주어진다. 

노드들은 푸아송 과정에 의해 매 임마다 임의로 수

신과 송신 상태  하나의 모드로 결정된다. 송신 상태로 

결정된 노드는 동기화 신호와 송 데이터를 하나의 패

킷으로 만들어 송한다. 

수신 상태에서는 다른 노드들로부터 들어오는 동기

화 신호를 탐지한다. 동기화 신호의 탐지는 동기화 신호 

길이만큼의 도우를 이용해 교차상 을 구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수신 신호 와 동기화 신호 

에 해 교차상  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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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는 동기화신호의 길이이다. 계산된 

는 검  임계값 와 비교하여 동기화 신호의 수신 여

부를 단한다. 반딧불 동기화 기술에서 의 크기는 

오 경보 확률 (false alarm probability)와 탐지 실패 확률 

(miss detection probability) 사이의 trade-off를 결정한다. 

구체 으로, 임계값 이 작으면 동기화 신호 수신 가

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 경보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탐지 실패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 클 때에

는 오 경보 확률이 낮아지고 탐지 실패 확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네트워크 환경에 알맞게   값을 설정해 주어

야 한다. 실제로 오 경보와 탐지 실패는 반딧불 동기화 

기술 성능에 치명 인 향을 주기 때문에 의 정확

한 설정은 매우 요하다 할 수 있고, 이에 한 최  설

계는 다음 장에서 제시된다.

Ⅳ. 최  결합함수  검  

임계값 설계

반딧불 동기화 기술의 성능은 III장에서 설명한 핵심 

변수인 결합함수 내 변수 와  , 그리고 검  임계값 

에 따라 결정된다. 본 장에서는 수신기에서 시스템 

변수  ,  , 를 최 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패킷 기반 통신 구조에서 반딧불 동기화 기술의 성능 

비교를 한 지표로는 오 경보 확률과 탐지 실패 확률 모

두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지표의 작용

에 의해 동기화 기술의 성능을 결정짓게 되는 네트워크 

동기화 수렴 시간을 성능 지표로 삼는다. 즉,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의 기 시간에 한 평균 타이  오차의 분산

이 특정 벨 이하로 떨어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성능 지표로 삼게 된다. 동기화 수렴 시간을 정의하기 

해 먼  샘 링 후 이산 시간 에서 네트워크에 존재하

는 노드들의 기 시간에 한 평균 타이  오차의 분산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때, 는 노드 가 가지는 기 시간을 나타내

며, 는 의 평균이다. 는 반딧불 동기 

알고리즘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와 함께 세 값은 모두 시간 의 함수가 된다.  네트워크

의 입력 변수에는 노드의 수 과 노드가 데이터를 

송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가 있다. 이 변수들이 주어

질 경우 네트워크가 결정되며, 반딧불 동기 알고리즘

이 네트워크 타이  동기화를 달성하는 경우 는 

시간이 증가할 때 0에 차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타

이  오차의 분산에 한 임계값을 로 설정하자. 이

로부터 Monte-Carlo 시뮬 이션을 통해 의 평균 

를 구하여 ≤ 가 되는 최소 을 네트워

크의 수렴 시간 로 정의한다. 는 네트워크 구조

변수에 따라 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풀

어야 할 문제는 주어진  , 에 해 를 최소로 만

드는  ,  , 를 결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in       ≤ 




 (3)

의 최 화될 변수들 이외에도 불응기   값도 

최 화될 수 있다. 노드 각각은 기에 랜덤한 타이  편

이를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기 타이  편이가 취

할 수 있는 최  크기에 따라 도 알맞게 설정될 수 

있다. 를 들어, 노드들이 가지는 기 타이  편이가 

작은 경우 단말의 동기화 신호 송이 불응기 안에 존재

할 가능성이 커서 알고리즘이 빠르게 종료될 것이다. 반

면, 기 타이  편이가 클 경우 이 작으면 알고리

즘이 수렴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이 

크면 빠른 수렴을 보장하지만 결과 인 타이  오차의 

분산은 보다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식 

(1)에서와 같이  지연 시간의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충분히 크게 설정하여 기 타이  편이 값에 상 없이 

빠른 수렴을 보장하는 쪽에 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응기   값의 최 화는 수행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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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 결과에 사용된 시뮬 이션 변수들은 표 1에

서 정리된다. 

표 1. 모의실험 변수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변수 값

 1 km

 23 dBm

경로손실   log




 5 ms


 100 us

 0.02

본 시뮬 이션에서는 논문 [15]와 마찬가지로 결합함

수 내 변수  하나인 를 0.02로 고정하 다. 그 이유는 

모의실험을 수행해본 결과 다른 두 변수  , 에 비해 

의 경우 값을 변화시켜도 성능에 끼치는 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치 으로 최 화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해서는 3차원을 사용해야 해서 복잡도가 매

우 높게 되기에, 변수 하나를 무시하여 성능 하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 계산 복잡도를 낮추면서 최 화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를 

최소로 만드는 변수 와 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들

게 되고, 식 (3)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쓰여 지게 된다.

min       ≤ 




그림 3. =20일 때의 네트워크 상

Fig. 3 Network topology for =20

그림 3은   일 때 노드들의 분포를 나타낸 네트

워크 상이다. 주어진 노드 분포 하에서, 매 임 발

생에 따른 평균 타이  오차의 분산   모든 노드

들의 기 시간 를 도시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각 

노드 별 기 타이  편이는 독립 으로    내 

도우에서 균일한 확률을 가지고 발생된다고 가정한

다. 이 때, 는 한 임 구간에 한 시간 단 이며 

는 샘 링 율을 나타낸다. 즉, 는 한 임 내에 

존재하는 OFDMA 샘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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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임 발생 수에 따른 타이  오차 분산 

Fig. 4 The variance   of timing offset according 
to the number of frame generations

그림 4는 ,   , 
 ms인 경우 다양한 

와    값을 가정할 때 임 발생 수에 따른 분산 

을 보여 다. 임 발생 수가 증가할수록 타이  

오차의 분산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에 따라 분산 값의 수렴 양상이 꽤 다름을 알 수 있고, 

본 그림에서는   ,  일 때 궁극 으로 최소의 

분산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알고리즘 멈춤 

기  (stopping criterion)과 련된 분산 임계 을 

 으로 가정하면 ≥ 일 때 은 식 (3)을 보

장하므로 본 반딧불 동기 알고리즘은 수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네트워크 타이  동기화가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동일한 시스템 변수(   ,    , 

    ms) 하에서    ,   인 경우 임 발

생 수에 따른 노드들의 기 시간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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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임 발생 수에 따른 노드들의 기 시간 

Fig. 5 The reference time    of nod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frame generations

표 2. 최 의 반딧불 동기 알고리즘 변수
Table. 2 The optimal parameters for the firefly 

synchronization algorithm

네트워크 변수 최  값

   


20 0.1 5 10

20 0.5 2 5

20 1 2 5

100 0.1 2 15

100 0.5 1.5 10

100 1 1.5 10

그림 5는 평균 인 값이 아닌 순간 인 값을 도시한 

것으로 매번 모의실험 수행 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

겠으나, 반 으로 유사한 수렴 양상을 보이게 된다. 

상 가능하듯이 임 발생 수가 증가하여 횟수가 70번

이 넘어가면 노드들 간 기 시간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와 5에서 얻을 결과를 최 화되어야 할 시스템 

변수   (결합함수 내 변수)와   (검  임계값)에 한 

더 다양한 값들로 확장시킴으로써 표 2를 얻을 수 있다. 

표2 에는 주어진  () 과  (  )

에 해 Monte-Carlo 시뮬 이션을 통해 수치 으로 구

해진 최 의      값이 정리되어 있다.   와 

  에 한 2차원 검색을 수행해야 하는데, 수신기 

신호처리 측면에서 계산 복잡도를 이기 해 값 변화

가 성능에 향을 많이 미치는 구간에 해서는 조 하

게 샘 링을 한 반면 변수 값 변화가 성능에 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구간에 해서는 성긴 샘 링을 하 다. 구

체 으로,     에서는 조 한 샘 링을,  ≥ 

에서는 정수 단 의 샘 링을 수행하 다 (즉, 

  ⋯  ). 는 5

의 배수로 샘 링을 하 다 (즉,   ⋯  ). 결

론 으로 수신기에서는 동기화 알고리즘 동작 이 에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에서 구한 최  값을 설정해 

으로써 수렴 성능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패킷 기반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에서 

반딧불 동기 알고리즘을 용한 분산 타이  동기 기술

을 재조명하 다.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수치 으로 

주어진 네트워크 환경에 해 최 의 결합함수  검  

임계값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시스템 설계자

에 의해 오 라인에서 결정되는 최 의 동기 알고리즘 

변수를 사용하여 수렴 성능이 월등히 개선되었음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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