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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제어 장치용 실시간 시스템의 시간 동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ime Synchronization for 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s of Trai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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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ssue of safety insurance in PES(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s) has been provoked because PES is 

difficult to define failure modes which are appeared in many different ways. But the PES applications extend rapidly in 

various areas. One of the solutions for PES safety insurance is voting which PES is used by comparing the outputs of 

several PES. The time synchronization of the PES is necessary for this reliable voting. The voting must be carried out 

with the outputs from same time inputs.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ime synchronization of the PES. In this paper, 

we discussed two modes of the time synchronization which are mutual synchronization of several PES and using 

UTC(Universal Time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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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시스템 안 과 련된 핵심 기능에 한 

PES(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 용이 속히 확

되고 있다. 하지만 PES는 마이크로일 트로닉스와 소 트웨

어가 결합되어 그 특성상 결함에 의한 고장 특성을 측하

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고장 특성을 극복하기 해 다

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결에 의한 시스템의 안 성을 확

보한다. PES의 다 화에는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로세서 간의 시간 

동기화는 PES 외부에서 시간을 제공하는 방법과 PES의 자

체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2][3][4].

표  시간과의 정확한 동기화가 필요한 시스템으로는 증

권 거래 시스템, 발권 시스템, 경매 시스템 등이 있다. 이 시

스템들은 정확한 시간을 기 으로 동작한다. 외부 시간과 

동기화해야 하는 시스템은 허용된 시간의 오차를 유지하기 

해서 정확한 시간의 제공과 그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동기화는 UTC(Universal 

Time Clock)와 같이 정 한 시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시간

을 각 로세서에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한다[5][6].

독립된 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산형 시스템은 내부 으

로 시간 동기화가 되어있으면, 외부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

지 않아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분산형 시스템의 

동기화는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로세서의 구성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로세서가 동기화되었다는 것은 각 로세

서 시간의 오차가 허용범    내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다르게 UTC와 시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로

세스의 자체 시간을 상  시간으로 정하여 동기화하는 방법

이 있다[1][3][4][7][8].

부분의 분산형 시스템은 일치된 시간 기 이 필요하다. 

각 노드마다 하나의 시간이 제공되고, 일정 주기로 동기화를 

하는 방법으로 시간 기 은 여러 시계에 의해서 생성된다. 

시스템의 동작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 오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 동기화된 시간을 분산형 시스템에 사용한다. 

안  련 시스템에서는 동기화된 시간은 부분의 결함허

용 동작에서 필요하다[6].

2 에서는 다  PES 시스템의 시간 동기화 에 한 정의 

 일반 인 방법을 제시하 으며, 3 에서는 시간 보정 값

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동기화된 시간과 UTC의 오차  

향을 제시하 으며, 5 에서는 결론을 도출하 다. 

2. 다  PES 시간 동기화

2.1 시간 동기화 정의

로세서 의 시간  와 로세서 의 시간  가 동

기화가 되었다는 것은 임의의  시간 에서 각 로세서

의 시간차가 식 (1)과 같이 허용범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

                                         

  ≤                    (1)

분산형 시스템의 각 로세서 시간  가 동기화되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오차가 증가하게 되며, 오차의 크

기는 각 로세서의 시간마다 다르며, 이후 이 오차로 인해 

로세서 간의 동기화를 벗어나게 된다. 시간 오차가 허용범

 내에 있다는 것은 동기화를 이용한 분산형 시스템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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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형 시스템의 

시간 동기화를 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들이 필요하다. 

를 로세서 의 시간 편차율이라 할 때, 시간 ∆가 경

과한 후에 로세서 의 시간   는 식 (2)와 같다. 

          ∙          (2)

로세서 의 시간 정 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

허용오차 와 시간 편차율의 계는 동기화 주기 

∆∆        결정에 사용할 수 있다. 동기화 주기 ∆
는 오차율을 고려한 이 허용오차 내 ∙∆에서 이루어 져

야 한다. 허용오차를 벗어나면 즉,   ∙∆  이면 분산

형 시스템이 동기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계의 정 도는 높아지고, 동기화 주기 

∆는 길어지게 된다. 분산형 시스템에서는 모든 로세서가 

동시에 시간 동기화하기 해서 주기 인 명령을 발생시켜

야 한다. 로세서의 시간을 조정하기 해서 각각 로세

서의 시간을 제공한다. 제공된 값을 기 으로 각각의 허용

오차를 갖도록 하면, 그 값은 식 (1)을 만족해야 한다[5].

 

2.2   분산형 시스템 시간 동기화

개의 노드를 갖는 시스템에서 시간 동기화를 고려할 수 

있다. 로세서의 시간 흐름에 따라 로세서 의 시간 

  은 각각 다른 시간 편차율 에 의해서 다른 로세서

의 시간   ≠와 차이가 난다. 보정된 로세서 시간 

 은   에 보정 시간   을 더함으로써 다음과 같

이 얻는다. 

                        (4)

정한 보정 시간에 의해서 로세서들의 시간을 동기화

할 수 있으며, 최 의 보정 시간   을 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로세서의 시간은 시계의 동

작 오차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된다. 개의 로세서의 시

간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는 번째 동기화 주기에서 

로세서 와 로세서 의 시간차를 나타낸다. 

                       (5)

각 로세서에 한 시간차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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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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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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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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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를 통해서 로세서 의 시간을 보정할 수 있다. 

     


 



                (7)

보정된 로세서 시간은 체 시간의 평균과 같으며, 모

든 로세서의 시간이 동기화된다. 재 시간에 보정 값을 

감함으로써 시간 보정이 가능하다. 한 모든 로세서에 

평균값을 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평균값으로 동기화를 하는 경우는 시간 과 일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는 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어

떤 로세서 시계의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가 고장 

난 로세서 시계의 시간차 값에 의해서 좌우된다. 로세

서의 시간은 빠르거나 혹은 느린 특성을 있으므로 는 양 

혹은 음의 값을 갖게 된다. 로세서의 시간들이 을 기 으

로 좌우에 분포되면 보정된 시간  은 에 근 하게 된

다. 그러나 시스템 고장 발생으로 특정   가 무 크게 되

어 결정 변수가 된다면,  은 에 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게 고장 난 로세서의 를 보정 값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있으며, 3장에서는 그 방법들을 논한다. 

2.3 동기화 시간  과 시간 의 계

로세서의 각각 다른   은   의 시간 편차율에 

의해서 발생하며, 각각의 시계 오차에 의해서 동기화를 수행

한다. 동기화를 수행하여 로세서 간의 시간차를 허용범  

내로 정한다. 로세서 에서 는 시간과 동기화된 시

간이고, 만큼 시간이 경과하 을 때 시간   은 다음과 

같다. 

                     (8)

식 (7)을 이용하면 는 다음과 같다.

   


  



               (9)

따라서 동기화된 시간과 시간의 차이  는 다음과 

같다.

   
 



   
  





   

               (10)

동기화된 시간과 시간의 차이는 체 시간 오차율의 

평균과 같다. 평균 오차율이 작을 경우, 시간과 차이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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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기화를 한 보정 값 계산

앞 에서는 시간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평균값을 이용했

지만, 로세서 시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동기화된 시간과 시간의 차이가 크게 된

다. 이를 피하기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

[6][9][10][11][12][13].

먼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로세서 는 고장이 발생

한 것이다. 

∆ ≥ ≤≤             (11)

3.1 다양한 보정 값 알고리즘

평균값 알고리즘은 모든 로세서 시간의 평균값을 식 

(12)의  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로세서 가 시간을 동

기화시키기 해서 다른 로세서와의 시간차 평균값 
 

로 보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로세서의 고장과 상

없이 각 로세서 평균 시간으로  을 설정하는 것이다.

     


 






 


  



   ≤≤

          (12)


   값은 식 (13)과 같이 된다.

    


  



                 (13)

수정 평균값 알고리즘은 로세서의 시간 에 고장 난 

로세서 개를 제외한 후에 평균값을 식 (14)의  로 설

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로세서의 고장과 상 없이 

각 로세서가 시간을 

 로 설정하는 것이다.

     


 

  







  

 

  ≤≤≤≤

    (14)

 

결함허용 간값 알고리즘은 
 의 값들 에서 최 값 

개와 최소값 개를 제외한 값 에서 간 값을 
 로 선

택한다. 

 는 식 (16)과 같이 된다.


   

                     (15)


    

  
                  (16)

결함허용 평균값 알고리즘은 
의 값들 에서 최 값 

개와 최소값 개를 제외한 값 에서 평균값을 
 로 선택

한다. 


   



  

  


   ≤≤        (17)


    

  
           (18)

로세서의 시간  고장이 발생한 로세서 를 제외한 

후에 평균값을 다음과 같이 

 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고

장이 발생한 로세서에서 이 방법은 로세서의 고장과 

련없이 각 로세서가 시간을 

 로 설정하는 것이다.


  



  

 


             (19)

3.2 알고리즘 별 시간오차

시간 보정 후, 로세서 간에 시간은 동기화 되었다. 그러

나 시간 와의 차이가 존재한다. 보정된 시간의 오차를 

정의하기 해서 연산자 ℝ와 ℤ를 정의한다. 연산자 ℝ은 

식 (20)과 같이 를 값으로 변환하고, 올림차순   를 갖

는다. 연산자 ℤ는 식 (21)과 같이 연산자 ℝ의 역 변환이다.

ℝ→
 ≡ 

 ≤⋯≤ ≡ ≤ ≤     (20)

ℤ
→                     (21)

연산자 ℕ는 식 (22)과 같이 을 올림차순으로 정리한 것

이며 를 갖는다. 연산자 ℚ는 
를 값으로 변환한 값이다.

ℕ→
  ≤⋯≤ ≡ ≤ ≤       (22)

ℚ 
→              (23)

식 (8)은 각 로세서의 시간을 나타낸다. 평균값 알고리

즘에서 이 시간의 평균값으로 보정 시간을 설정할 경우 편

차와 시간은 다음과 같다. 

 

  
 



ℤ
    0        (24)

수정 평균값 알고리즘은 로세서 개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이다.

 

  
 

  

ℤ
            (25)

결함허용 간값 알고리즘은 시간 편차율의 간값을 취

한다.

   ℚ
            (26)

결함허용 평균값 알고리즘은 고장이 발생한 개의 로

세서를 고려하고, 상하 의 로세서 시간을 제외한 평균값

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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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개 로세서를 이용한 시간동기화 모델

Fig. 1 Time synchronization model for 3 processors

  

  
  

  

ℚ
               (27)

3.3 상 시간  시간 오차

동기화는 상 시간을 허용 오차이내로 시간을 재설정한다. 

동기화는 제어시스템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입력과 출

력을 내기 해 사용된다. 외부와 독립된 시스템은 내부 동

기화에 의해서 입출력 값을 비교해도 상 없다. 그러나 철

도 제어 시스템은 독립 으로도 동작이 되어야하며, 한 

시간과의 동기화가 필요하다. 3 에서는 동기화 방법과 

시간과의 오차를 나타내었는데, 시간과의 오차는 동

기화 시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시간 오차 에 따라 

시간과의 편차가 달라진다. 3.2 에서 나타낸 것처럼 로

세서의 시계가 지상과 진상이 같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시간 와 로세서 시간 와 차이는 없다. 4 에서는 

간단한 시를 통하여 고장 난 로세서와 시간 오차의 

향을 도식 으로 규명하기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4. 시뮬 이션

시간 동기화를 해서 시뮬링크를 이용하 다. 4개의 

로세서와 이를 연결하는 LAN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세서 

시간을 생성하기 해 클럭 생성기를 사용하 으며, 각각의 

로세서마다 시간 오차를 갖도록 각각 클럭을 사용하 다. 

3개의 로세서는 시간 동기화를 하는 로세서이며, 나머지 

1개의 로세서는 표  시각을 생성하기 해 사용하 다. 

로세서 간의 시간을 송하기 해서 LAN을 이용하 다. 

각 로세서에서 시간이 생성되면 LAN을 통하여 다른 로

세서에 송한다. 시뮬링크의 S-function을 이용하여 LAN

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달된 다른 로세서의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을 동기화 한다. 본 논문에서 LAN에서의 지

연시간은 고려하 지만, 통신 지연시간은 무시를 하 다. 통

신지연 시간을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1의 순서 로 펄스주기는 임의로 각각 0.022 , 

0.021 , 0.018   0.02 로 하 다. 시간이 빠른 로세서

는 0.02  보다 작게 하 으며, 느린 로세서는 그보다 크

게 하 다. 주기 0.02 는 표 시간 즉, UTC라고 가정하

다. 3개의 로세서가 시간 동기화를 실행하지만, UTC와의 

오차가 발생 한다. 이 차이를 비교하기 해서 UTC 시간을 

사용하 다.

각 로세서간의 시간차는 각 로세서 시계의 편류 오류

에 의해 발생된다. 시간 편차율 은 작을수록 시간에 

가깝다. 그러나 시간 편차율 이 작아도, 다른 로세서들

의 시간 편차율이 크고 상  시간 편차율 차가 작으면, 를 

고장난 로세서로 간주할 수 있다. 

시간 동기화는 상 시간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시간 

동기화의 주기를 짧게 하면 로세서 간의 시각차가 작아지

지만, 반면에 로세서의 부하로서 작용되어, 작업처리 시간

이 길어질 수 있다. 시간을 동기화하기 한 변수는 동기화 

주기 ∆는 ×sec로 하 다. 각 로

세서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로세서는 동기화 시

간이 조 씩 달라진다. 동기화된 시간은 식 (13)을 이용하는 

3개 로세서 시간의 평균으로 정하 다. 그림 2는 peusdo 

10  동안 진행된 UTC와 시간 차이에서 peusdo 5~10  기

간을 나타낸 것이며, 가로축은 sec, 세로축은 50pulse/sec 이

다. 동기화 되었을 때는 시간 값 도약이 발생한다. 동기화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LAN 특성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림 2 3개 로세서의 시간 동기화

Fig. 2 Time synchronization of 3 processors 

그림 4 pseudo 10  동안 수행된 시간동기화

Fig. 4 Time synchronization for pseudo 10seconds

 

그림 4는 pseudo UTC와 로세서 간의 시간차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은 펄스주기이며 0.02를 곱하여 로 환산할 

수 있다. 로세서 1과 2는 pseudo UTC 보다 시간이 느리

므로 하향 시간 값으로 나타나며, 로세서 3은 pseudo 

UTC 보다 빠르므로 상향 시간값으로 나타난다. 시간 동기

화는 로세서 1과 2는 상향으로 도약을 하며, 로세서 3은 

하향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 그림 4의 7.12  경의 도약은 

로세서의 시각이 pseudo UTC와 일정 오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pseudo UTC와 동기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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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알고리즘들은 시간 동기화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단지 응용분야에 따라서 동기화 허용오차 와 

UTC의 허용오차가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응용분야에 따

라 동기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 계 PES 시스템에서 시간 동기화 알고

리즘과 그 알고리즘의 구 을 증명하기 해 시뮬 이션 도

구로 시뮬링크를 이용하여 개발하 으며, 제시된 알고리즘과 

시뮬 이션의 동작을 확인하 다.  

시간 동기화는 응용 분야에 따라 허용오차 가 설정되며, 

를 만족하기 해서 LAN 혹은 로세서 간의 직 연결 

등 동기화 기법을 달리 해야 한다. 부분 으로 로세서 간

의 동기화가 되었다하더라도 UTC와 허용오차 내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응용분야에 따라서, 내부 인 로세서 

간에 허용오차 를 만족하기 해서 일정한 주기 ∆에 동

기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허용오차 와 동기화 주기 ∆는 

설정된다. CSMA/CD를 사용하는 LAN을 사용할 경우에는 

MAC에 의해서 일정한 지연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LAN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지연시간을 측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UTC와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로세서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부터 UTC 시간을 수신하고, 각 로세서

는 수신된 시간이 일치하는가는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는 UTC와의 허용오차 ′와 동기화 주기 ∆′를 설정하여, 

동기화를 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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