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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센서네트워크는 높은 수 의 상황정보를 추론할 수 있기 해 이질 인 다 센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센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상황 정보추론에 활용할 때 다 센서 데이터 융합이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Dempster-Shafer의 증거이론에 입각하여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융합할 때 센서별 가 치

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센서별 이벤트 발생빈도수를 기 으로 하 는데, 센서별 이벤트 발생 빈도수

는 해당 센서가 입수한 상황데이터의 가 치를 계산하는데 반 해야 할 요소이다. 센서별 이벤트 발생빈도에 

기 하여 가 치를 계산하 으며 이 가 치를 부여하여 다 센서 데이터 융합하 을 때 신뢰도가 더욱 뚜렷

한 격차를 보이게 함으로써 상황정보를 추론함에 있어서 용이할 수 있었다.

ABSTRACT

A wireless sensor network needs to consist of multi-sensors in order to infer a high level of information on circumstances. 

Data fusion, in turn, is required to utilize the data collected from multi-sensors for the inference of information on circumstances. 

The current paper, based on Dempster-Shafter's evidence theory, proposes data fusion in a wireless sensor network with different 

weights assigned to different sensors. The frequency of events per sensor is the crucial element in calculating different weights of 

the data of circumstances that each sensor collects. Data fusion utilizing these different weights turns out to show remarkable 

difference in reliability, which makes it much easier to infer informaiton on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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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 센서 데이터 융합 연구는 항공우주, 지리정보, 

로 이동체 리 등 여러 분야에서 심을 받아온 분

야이다[1-7]. 무선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수 의 

상황정보를 획득하기 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

선센서네트워크에서의 다 센서 데이터 융합처리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8-10]. 그동안의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처리는 단일 센서들로 이루어

진 무선센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 다. 무선센서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제 상황에 근 한 상황정보를 

추론하기 해서는 무선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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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노드의 센서들이 서로 다른 센서들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때 이기종 다 센서들로 이루어진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각 센서들로부터 보내온 데이터들

을 활용하여 상황정보를 추론하기 해서는 다 센서 

데이터 융합의 필요성이 두된다.

본 논문에서는 Dempster-Shafer의 증거이론에 입

각하여 이기종 센서들의 측정 이벤트들을 융합할 때 

센서별 기본확률배정함수에 가 치를 부여하는 방안

을 제안한다. 그동안의 다 센서 데이터 융합 연구에

서 Dempster-Shafer의 증거이론에 기반한 융합처리

시 융합하고자 하는 상의 기본확률배정함수값들에 

해 가 치를 부여하지 않고 계산하 다. 센서들은 

센서의 역할에 따라 실제 상황을 악하는데 한 기

여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다 센서 데이터 융합에서 

센서의 종류에 따라 가 치를 차등 으로 부여할 필

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목표는 Dempster-Shafer의 

증거이론에 기 한 다 센서 데이터 융합을 함에 있

어서 센서별 이벤트 값의 기본확률배정함수에 가 치

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다 센서 데이터 

융합에 반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데이터 융합에 한 이론  근거를 정리하 다. 제3장

에서 Dempster-Shafer이론에 기 한 다 센서 데이

터 융합을 실행하며, 이를 한 합리 인 가 치부여 

방안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Ⅱ. 다 센서 데이터 융합

2.1 다 센서 데이터 융합에 한 이론  배경

2.1.1 Dempster-Shafer 증거이론

Dempster-Shafer 증거이론은 서로 독립된 기본확률

배정함수(Basic Probability Assignment : BPA)가 정의

되어 있을 때, 융합시스템의 기본확률배정함수를 구하

는 이론이다[11-13]. 서로 배타 인 명제들로 이루어진 

체 집합, Θ이라 하고, 를 Θ의 power set으로써 

모든 가능한 명제들의 조합을 포함한다고 하면 기본확

률배정함수 m은 아래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     

 ≤  ≤   
⊆

  

4가지 성질을 만족하도록 기본확률배정함수를 정의

하면, 융합이 가능하다. 개별명제들의 조합 A에 한 

정량화된 총 신뢰도를 할당한 값인 신뢰도 함수, bel

은  식(1)과 같이 정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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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개의 모듈로부터 독립 으로 산출된 기본확률배

정함수값 m1,m2,…,mn을 융합한 융합시스템 체의 

기본확률배정함수값은 식(2)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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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련연구

이질 인 다 센서들이 획득한 값들을 데이터 융합 

처리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Dempster- 

Shafer이론을 도입하는 연구에 심이 지속 으로 이

어지고 있다[1-5].

Dempster-Shafer 이론을 이용한 데이터 융합 처리

시 가 치를 부여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6,8]. 

박성원(외 2인)은 얼굴인식에서 높은 인식률을 얻기 

해 Dempster-Shafer이론을 이용한 데이터 융합 방

법을 연구하 다[6]. 4개의 독립된 얼굴인식 모듈을 

융합한 융합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2-4개의 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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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한 결과 가장 성능이 뛰어난 단일 모듈보다 더 

나은 모듈을 획득하 다. 이때, 신뢰도가 높은 클래스

에 해서 모듈의 성능에 따른 가 치를 반 한 새로

운 질량함수를 재정의하 다.

Huadong Wu(외 2인)은 Dempster-Shafer이론에 

기 하여 상황인식에 필요한 데이터 융합을 할 때 새

로운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8]. 

Kalman 방정식에서 이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

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다  요소들의 동 인 변화

를 계산하여 가 치 부여에 활용하 다. 

지리정보에서도 상이한 상들에 한 융합을 통해 

고수 의 상정보를 획득하는 연구가 있었다[14,15]. 

Dempster-Shafer 증거이론을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발

생하는 여러 증상들을 토 로 시스템 결함을 추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Rakowsky는 상황정보를 추

론할 수 있는 다 센서 데이터 융합 계산 과정을 상세

하게 기술하 다[16].

Ⅲ. 상황인식을 한 다 센서 데이터 
융합에서의 가 치부여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은 실제 상황에 최 한 근

하게 상황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Dempster-Shafer 증거이론을 이용하여 다 센서 데

이터 융합 처리를 함에 있어서 융합할 상 값들은 

동일한 가 치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했다. 실

세계의 상황추론을 한 다 센서 데이터 융합에 있

어서 융합 상 값들에 한 가 치를 부여해야 한다.

3.1 이벤트발생 빈도 기반 가 치부여

3.1.1 이벤트 발생 빈도 기  가 치

이벤트는 사 에 정의한 기 을 따르는데, 센서들 

에는 이벤트발생  보고가 많은 센서가 있을 수 있다. 

이벤트 발생 빈도가 많은 센서에 높은 가 치를 부여

한다. 이때 센서별 이벤트 발생 빈도를 합리 으로 계

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도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빈도와 상 빈도이다. 빈도는 이벤트

가 발생한  빈도수를 기 으로 하는 것이며, 상

빈도는 특정 이벤트의 출 빈도를 체 이벤트의 수

로 나 어서 계산하는 것이다. 센서의 수량이 다를 경

우 상 빈도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 할 수 있다. 

이벤트 빈도별 가 치 부여 방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출 빈도 기반 가 치, =  라 할 수 있다. 여

기서 는 이벤트 의 출 빈도.

3.1.2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다 센서 데

이터 융합처리에 가 치부여 

산불발생을 감지하는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고려한다. 각 지 에 배포된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

들에 한 융합을 실시한다. 이때 센서별로 가 치를 

부여한 것과 가 치를 부여하지 않은 융합결과를 비

교한다. 다음은 산불감지를 한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환경을 정의한 내역이다.

1) 사용 센서 종류 : 온도센서, 조도센서, 습도센서

2) 센서별 이벤트 설정 : 

a. 온도센서는 온도변화폭이 일정범 를 넘을 경우 

보고한다. 

b. 조도센서는 주간에는 비정상 으로 어두워지는 

상황을, 야간에는 비정상 으로 밝아지는 것을 

감지하여 보고한다.  

c. 습도센서는 기  습도를 측정하며 습도가 일

정 값 이하일 경우 보고한다.

3) 센서들은 100개씩 장소를 기 으로 배포하며 배

포의 심 치는 두 곳으로 한다. 

즉, 첫 번째 치 주변에 온도센서 100개, 조도센서 

100개, 습도 센서가 100개 산포되어 있다. 두 번째 

치 주변에도 온도, 조도, 습도 센서가 각각 100개씩 

산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1.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다  센서 데이터 융합
Fig. 1 Multi-sensor data fusion on wireless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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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센서
온도
(h1)

조도
(h2)

습도
(h3)

온도+
조도

온도+
습도

조도+
습도

온도+
조도+
습도

온도
(h1)

조도
(h2)

습도
(h3)

온도+
조도

온도+
습도

조도+
습도

온도+
조도+
습도

센서 수 100 100 100 200 200 200 300 100 100 100 200 200 200 300

이벤트 수 60 10 30 70 90 40 100 50 20 30 70 80 50 100

가

치

tf
(상
빈도)

0.20 0.03 0.10 0.23 0.30 0.13 0.33 0.17 0.07 0.10 0.23 0.27 0.17 0.33

표 1. 가 치 산출
Table 1. Weighting computation 

기본함수    ∪  ∪  ∪  ∪ ∪ 

P1 

0.2 0.1 0 0.6 0 0 0.1  

0.2 0.1 0 0.9 0.2 0.1 1  

0.9 0.8 0.1 1 0.9 0.8 1  

P2

0.2 0 0.2 0 0.4 0 0.2  

0.2 0 0.2 0.2 0.8 0.2 1  

0.8 0.2 0.8 0.8 1 0.8 1  

tf 부여

P1

0.04 0.003 0 0.138 0 0 0.033  

0.04 0.003 0 0.181  0.04 0.003  0.214  

0.211 0.141  0.033 0.214 0.211 0.174 0.214  

P2

0.033 0 0.020 0 0.107 0 0.067  

0.033 0 0.020 0.033  0.160  0.020 0.227  

0.207 0.067  0.193  0.207 0.227 0.193 0.227  

표 2. 각 치별 기본확률배정함수 값과 신뢰도
Table 2. Reliability and basic probability assignment function value for each position

치 P1과 P2에 온도, 조도, 습도 센서 각각 100개

씩 배포시킨 상황에서 온도, 조도, 습도, 온도+조도, 

온도+습도, 조도+습도 그리고 온도+조도+습도에 한 

기본확률배정함수는 문가의 단에 따라 표.1에서와 

같이 부여된 것으로 한다. 

이때, 센서가 감지한 것을 보고하여야 할 시간간격

과 범 를 부여한다.  

각 센서별로 보고한 이벤트의 빈도수를 기록한다. 

P1 치에서 온도센서들은 100개 센서들 에 60회 이

벤트 보고가 있었고 조도센서는 100개 센서로부터 10

회 이벤트 보고가 있었으며, 습도센서는 100개 센서들

에서 30회 이벤트 보고가 있었을 때, 이벤트 발생 상

빈도에 기 한 가 치를 계산하 다. 그 결과를 표1

에 정리하 다.

각 센서별 기본확률배정함수에 따른 신뢰도와 개연

성 값을 계산한다. 결과는 표.2와 같다. P1에서의 기

본확률배정함수는  으로 표기하 고  P2에서는 

 으로 표기하 다. 

각 센서별 기본확률배정함수 값과 신뢰도, 개연성 

값에 해 가 치를 부여하 는데, 상 빈도에 기 하

여 가 치를 부여하 다. 

여기서 다시 고려해야 하는 은 P1에서의 기본확

률배정함수  의 합은 1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P2에서의 기본확률배정함수  의 합도 1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Demster-Shafer이론을 이용하여 데이

터 융합이 가능하려면 아래의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해

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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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원
소 가 치     ∪  ∪  ∪  ∪ ∪ 

빈도기

가 치(tf)

부여

P1

0.187 0.015 0 0.644 0 0 0.154  

0.187 0.015 0 0.846 0.187 0.015 1  

0.985 0.659 0.154 1 0.985 0.813 1  

P2

0.147 0 0.088 0 0.471 0 0.294  

0.147 0 0.088 0.147 0.706 0.088 1  

0.912 0.294 0.853 0.912 1 0.853 1  

표 3. Dempster-Shafer 데이터 융합 조건을 고려한 가 치 부여 결과
Table 3. Results of weighting assignment considering the Dempster-Shafer data fusion

  →     

 ≤  ≤   
⊆

  

따라서, 각 지 의  심원소들 즉 센서별 기본확률

배정함수에 가 치를 부여하되 가 치 부여 후 심원

소들의 기본확률배정함수의 합이 1이 되도록 다시 조

정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4. 간략화 후 기본확률배정함수를 배정한 결과
Table 4. Results of basic probability assignment 

function after simplification 

A1 A2 A4 A7
B1 0.001 - 0.005 0.001
B3 - - - 0.001
B5 0.007 - 0.023 0.006
B7 0.003 0.0002 0.009 0.002

가 치를 부여하여 기본확률배정함수 값을 조정하

으면, 이것을 기 로 2. 2 에서 실시한 다 센서 

데이터 융합처리를 할 수 있다. 간략화 과정을 거쳐서 

계산한 결과 다음의 표.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여기서 A1, A2, A4, A7은 치 P1에서의 심원

소들  간략화 처리 후 남은 것들을 의미하며, B1, 

B3, B5, B7은 치 P2에서의 심원소들  간략화 

처리 후 남은 것들이다.  

각 센서들의 기본확률배정함수들을 정규화 하고 

심원소들의 신뢰도와 개연성을 계산하여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 5. 가 치가 부여된 기본확률배정함수와 신뢰도 
구간

Table 5. Interval of the reliability and basic probability 
assignment function with assigned weightingl

Ω m bel cmm pl

Ω 0.0381 1 0.0381 1

∪  0.1592 0.8534  0.1973  0.9886  

∪  0.0971 0.7989  0.1352  0.9962  

 0.6904 0.6904 0.9848  0.9848  

 0.0038 0.0038 0.2011  0.2011  

 0.0114 0.0114 0.1466  0.1466  

3.2 결과분석  상황추론

산불 발생 기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자 하는 목

표를 가질 때 그림.2에 나타난 신뢰도 구간을 통해서 

와 의 신뢰도(bel)가 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도, 혹은 습도가 단독으로 낮은 것은 산

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추론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나 ∪ 은 신뢰도는 높지만 불확실성구간

( :pl-bel=0.237, ∪ :pl-bel=0.184)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서 ∪ 는 신뢰도도 높을 뿐 

아니라 불확실성구간(pl-bel=0.079)이 가장 작으므로 

산불 발생 기의 긴 상황을 알려 주는 것은 온도와 

조도가 동시에 이상 징후를 나타낼 때 신속히 보고할 

상황, 즉 화재발생 기상황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가 치를 부여하 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림.2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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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부여 이 의 신뢰도구간이며 그림.3은 상 빈도

를 기반으로 가 치를 부여한 후의 신뢰도와 불신임

구간을 도식한 것이다.

그림 2. 가 치 부여 이  신뢰도 구간
Fig. 2 Reliability interval before weighting assignment

빈도기반 가 치를 부여했을 때 신뢰도가 낮은 

심원소들은 신뢰도가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상

황추론을 함에 있어서 각 심원소들의 신뢰도를 기

으로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 으로 낮은 신뢰

도를 더 낮게 해주는 것은 상황추론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은 향상된 상황

추론을 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빈도기반 가 치 부여이후 신뢰도구간
Fig. 3 Reliability interval after frequency base weighting 

method  

상황추론을 해서 고려하는 것은 신뢰도 뿐 아니

라 불확실성 구간도 고려한다. 신뢰도가 비슷하다 하

더라도 불확실성구간이 크다는 것은 해당 가설이 상

황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 치를 부여하기 이 에 비해서 가 치를 

부여 했을 때 불확실성 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은 데이터 융합 처리시 융합 상인 센서별 기본확률

배정함수에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황추론  

단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IV.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Dempster-Shafer증거이론을 이용하

여 이질 인 이벤트 정보들을 융합 처리할 때에 융합 

상인 센서별 상황 데이터에 하여 가 치를 부여

하여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때 센서별 이벤트 발생 빈

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융합

상인 센서별 상황데이터에 가 치를 부여한 후 융

합 처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신뢰도 값에 있어서 

심원소들 간의 크기가 더 차이가 커지도록 해 으

로써 상황정보 추론에 도움을 주었으며, 불확실성 구

간도 더욱 뚜렷하게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단순빈도를 기 로 한 가 치부여 

방법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경우에서 상황정보를 추

론하게 하는 가 치 부여 방안을 고려해보고 이를 실

세계의 상황인식으로 용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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