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2013) 19(8):694-701

http://dx.doi.org/10.5302/J.ICROS.2013.13.9016 ISSN:1976-5622 eISSN:2233-4335

서론I.

인간 컴퓨터 사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하고 편, ,

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외부 환경의 감시와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서망

기술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sensor networks) .

한 센서망 기술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 개발과 저전력 저가,

격의 무선 통신 기술 초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센서망 기술.

을 군사용 시스템에 적용하여 직접 접근이 위험한 적진의

군사 동향 감시 적 병력 위치 추적 등을 가능하게 하고, ,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생태계 감시 시스템 등과 같은 과

학적 응용으로도 센서망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상.

업적 응용으로 교통의 감시와 제어를 위한 최첨단 지능형

교통 시스템 지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구조물 안전 시스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

할 때 농작물에 물과 비료를 주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

작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센서망 기술을 적용할 수 있

다 이러한 센서망 기술 응용이 가능하려면 많은 센서가[1].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 개의 센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센서 장치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

하다 또 센서가 배터리 교환 없이 수년 이상 동작 가능해.

야 하고 인간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망을 구성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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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중무선센서망구조.

Fig. 1. Architecture of UWSNs.

수중 무선센서망(UWSNs: Underwater Wireless Sensor

은 항법 과 전술적인 감시Networks) (navigation) (surveillance)

체계를 바탕으로 오염 감시 해안 정찰 재난 방지 그리고, , ,

자연적인 해저 자원의 탐사와 협동의 감시 임무들을 통한

과학적인 해양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적용되는 수중용 무선

센서망이다 수중 무선센서망은 그림 과 같이 다수의 무인. 1

혹인 자율 수중 운항체(UUVs: Unmanned Underwater

들과 해Vehicles or AUVs: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저면의 수백 수천 개의 음향 센서노드들로 구성되(acoustic)

어 수중 통신을 통해 수중에서의 감시와 제어 기능을 수행

한다 수중 무선센서망의 구성은 가지 혹은 가지의[2,3]. 2 3

층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먼저 최하위층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센서노드 가 배치되며 데이터를 모으고(sensor node) ,

음파모뎀을 통해 다른 센서노드들과 교신하는Short-Range

역할을 한다 센서노드는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랜 시.

간 동안 동작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휴면상태로 작동

한다 센서노드들은 여러 전략적 배치가 가능한데 그림. , 1

에서는 해저면에 분포되어 있지만 탐지를 피해 해저면에,

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앵커 를 이용할 경우 해저. (anchor)

중간층에 센서노드를 배치시킴으로써 해저면 뿐만 아니라

Sensor Nodes Selecting Schemes-based Distributed Target Tracking

Filter for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s

,
*

(Chang Ho Yu
1
and Jae Weon Choi

2
)

1

Department of Intelligent Mechanic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accurately tracking a single target moving through UWSNs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s) by employing underwater acoustic sensors.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of estimating the states of

the target, and improving energy efficiency by applying a Kalman filter in a distributed architecture. Each underwater wireless

sensor nodes composing the UWSNs is battery-powered, so the energy conservation problem is a critical issue. This paper

provides an algorithm which increases the energy efficiency of each sensor node through WuS (Waked-up/Sleeping) and VM

(Valid Measurement) selecting schemes. Simulation results illu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distributed tracking filter.

Keywords: UWSNs, Kalman filter, WuS scheme, VM scheme, Distributed architecture

Copyright© ICROS 2013



Sensor Nodes Selecting Schemes-based Distributed Target Tracking Filter for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s 695

수중의 어떤 위치든 데이터 수집 및 교신이 가능하다 하지.

만 앵커의 표류와 같은 외부영향에 의한 외란으로 인해 센

서노드의 이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노드들

의 위치를 계산하는 위치인식 알고리듬에 관한(localization)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최상위층은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노드로서 모든 데[4,5]. ,

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에서 플랫폼. 1

혹은 제어노드 가 이런 종류의 노드(platform) (control node)

로 볼 수 있으며 해상의 함정이 제어노드가 될 수 있으며, ,

해안과 가까운 육상에 제어노드가 위치할 수도 있다 제어.

노드는 배터리에 의존하는 해저면의 센서노드와 달리 함정

및 육상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에 있어서도

자유로우며 수중 음파 모뎀을 통해 수중 센서노드들과 직,

접적인 교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 에서 부이 와. 1 (buoy)

싱크 로 표현된 기준노드 는 최하위층의(sink) (reference node)

센서노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제어노드로 전달할 뿐만 아

니라 데이터 수집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AUV

는 수중에서 이동하며 다른 노드들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제어 및 기준노드로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수중 무선센서망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제한된 음파,

대역폭과 음파 지연 와 에 의한 신호왜곡, Multi-path Fading ,

신호의 전파속도에 따른 무전달 지역Propagation Delay,

에 의한 통신 제한 센서노드의 배터리 교체(Shadow Zone) ,

및 충전의 어려움 방수와 부식에 의한 노드의 손실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들로 남아있다 실제적으.

로 수중에 설치된 센서노드들은 외부 전력의 공급없이 자

체 배터리에만 의존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체 및 충전도,

거의 불가능하다[6].

일반적으로 무선센서망 환경에서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된 표적추적필터는 두 가지 구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중앙 집중식 구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모든 센서

노드의 측정치들이 중앙 처리장치로 보내어지는 구조이다.

중앙 집중식 구조는 모든 센서노드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각 센서노드의 배터

리 수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강인성 및 신뢰성이 부족

한 단점이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분산식 구조를 사[1].

용하여 표적을 추적하는 방법인데 무선센서망에서는 통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산식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분산식.

구조에서는 표적 근처에 있는 센서노드를 프로세싱 노드로

선택하고 프로세싱 노드 근처의 일부의 센서노드들만 데이

터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반면 나머지 센서노드들은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수면 모드 로 전환한다(sleeping mode) .

이러한 분산식 구조는 센서망의 변화나 센서노드의 고장에

대해 강인하다는 장점이 있다[7-9].

본 논문에서는 무선센서망의 특수한 환경이라 할 수 있

는 수중 무선센서망에서의 표적추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수중 무선센서망 기술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 중 센서노드의 에너지 문제에 집중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분산식 구조를 적용한 표적추적필터를 제

안한다 활성비활성 센서 선정기. / (WuS: Waked-up/Sleeping)

법 및 유효 측정치 선정기법을 통(VM: Valid Measurement)

해 분산식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중 무선센서망에서,

저기동하는 단일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표적의 위치정보 측

정치를 바탕으로 분산식 구조의 칼만필터를 적용하여 표적

의 상태를 추정하는 차원 표적추적 알고리듬2 (2-dimension)

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산형 표적추적필터의.

구현을 위해 수중 무선센서망의 최하위층인 해저면에 일정

간격으로 음향 센서노드를 매설하고 각 센서노드(acoustic)

들은 표적의 위치정보만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일정 간격.

의 센서노드 배치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서 요구하는 환경조건이며 일정 간격의 센서노,

드 배치 환경뿐만 아니라 센서노드들의 위치가 균일하지

않은 랜덤 간격의 센서노드 배치 환경도 에서(random) [5]

제시하는 센서노드 위치인식 알고리듬에 의해 센서노드들

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표적추적 역시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II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장에서는 칼, III

만필터에 기반한 분산형 표적추적 알고리듬에 대해 소개한

다 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활성비활성 센서 및 유. IV /

효 측정치 센서와 같은 센서노드 선정기법을 다룬다 그리.

고 장에서 센서노드들을 일정 간격으로 분포시킨 시뮬레V

이션 환경을 통해 제안한 표적추적필터의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VI .

문제 설정II.

본 논문은 수중 무선센서망에서 저기동하는 단일표적의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등속 및 등가속 운동 모델을 사용한

칼만필터 기반 분산형 표적추적 알고리듬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수중 무선센서망의 차원 공간인 해저면2

을 움직이는 표적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등속 및 등가속

운동 모델의 상태공간 방정식을 정의하고 해저면에 분포된,

각 센서노드의 측정정보를 나타내는 측정 방정식에 대해

정의한다[10].

등속 운동 모델1.

등속 으로 운동하는 표적의 상태벡(CV: Constant Velocity)

터는 차원 좌표계에서 위치와 속도 성분으로 구성되므로2

번째 시간에서의 상태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방향의 위치, 는 방향의 속도, 

는 방향의 위치 그리고, 는 방향의 속도를 나타낸다.

등속 운동하는 표적의 상태공간 방정식은 식 의 상태(1)

벡터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등속 운동 모델의 상태 천이행렬(state

을 나타내고transition matrix) , 


는 평균이 이고 정규0

분포 
의 특징을 가지는 백색 의 독립적(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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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정잡음 벡터이다 각각의 등(independent) (process noise) .

속 운동 모델의 상태 천이행렬과 공정잡음 공분산행렬은

다음과 같다[11].




    (3)




    


 (4)

여기서

 


 




 
  












 



 



 

 

 (5)



는 등속 운동 모델의 공정잡음 강도 를 의미하(intensity)

고, 는 각 샘플간의 시간 간격 즉 샘플링 시간을 의미한다, .

등가속 운동 모델2.

등가속 으로 운동하는 표적의(CA: Constant Acceleration)

상태벡터는 등속 운동 모델의 상태벡터인 위치 속도에 가,

속도 성분이 추가적으로 구성되므로, 번째 시간에서의 상

태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6)

여기서  ,  , 는 방향의 위치 속도 그리고, ,

가속도를 나타내고,  ,  , 는 방향의 위치 속,

도 그리고 가속도를 나타낸다, .

등가속 운동하는 표적의 상태공간 방정식은 식 의 상(6)

태벡터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 등가속 운동 모델의 상태 천이행렬을 나타

내고, 


는 평균이 이고 정규분포0 
의

특징을 가지는 백색 의 독립적인 공정잡(white) (independent)

음 벡터이다 각각의 등가속 운동 모델의 상(process noise) .

태 천이행렬과 공정잡음 공분산행렬은 다음과 같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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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기서

 













 

  

  

  













 



 



 



 

  



 

 

 (10)



는 등가속 운동 모델의 공정잡음 강도를 의미한다.

측정 방정식3.

수중 무선센서망의 해저면에 분포된 개의 수중 센서노

드들은 차원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좌표2 ,

      ⋯ 에 위치한 각각의 센서노드

  ⋯ 

들이 번째 시간에서 측정치  

⋯ 

들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측정 방정식은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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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기서 


 , 


 는 번째 센서노드 의 등속 운동 모델

및 등가속 운동 모델의 측정행렬 이며(measurement matrix) ,

 는 평균이 이고 정규분포0 의 특징을 가

지는 백색의 독립적인 측정잡음 벡터이(measurement noise)

다 본 논문에서 적용된 수중 센서노드들은 표적의 위[12].

치정보만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센서노드들의 측정행렬 


 , 


 는 식 와 같이 정의(12)

할 수 있으며 모든 센서노드들의 측정행렬, 


 , 


 는

센서노드들에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첨자 를 생략한

형태인 


, 

로 표현할 수 있다.




 


 


   

   
 



 


 


     

     
 (12)

그리고 수중 무선센서망의 각 센서노드들의 측정치 정보

를 융합한 융합 측정치 와 융합 공분산행렬

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13)

 



 (14)

여기서 와 는 번째 시간에서 센서노드 의 측

정치와 공분산행렬을 나타내고, 와 는 번째 시

간에서 센서노드 의 측정치와 공분산행렬을 나타낸다.

칼만필터 기반 분산형 표적추적 알고리듬III.

칼만필터는 시스템 모델을 기초로 하여 매 샘플링마다

오차 제곱의 평균값을 최소화시키는 알고리듬이다 표적추.

적을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듬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알고

리듬들이 있지만 칼만필터는 단지 평균과 분산값만을 계산,

하여 각 센서노드간 통신하기 때문에 칼만필터에 기반한

분산형 표적추적필터는 결과적으로 수중 무선센서망의 통

신부담을 감소시켜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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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필터1.

먼저 본 절에서 소개되는 칼만필터의 기본적인 식들의,

첨자 는 칼만필터에 적용된 등속 및 등가속 운동 모

델을 의미한다 즉 등속 운동 모델을 이용하여 칼만필터를. ,

구동한 경우 첨자 를 적용하고 등가속 운동 모델을 이,

용한 경우 첨자 만을 적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칼만필터는 상태벡터를 추정하기 위한 예측

및 갱신 알고리듬으로 구성된다 예측(prediction) (update) .

방정식은 식 의 상태추정치 예측과 식 의 상태 추(15) (16)

정오차 공분산행렬 예측으로 표현되며 두 식을 통해 다음,

상태 및 공분산을 예측한다.







 (15)


 







(16)

여기서 
는 예측된 상태벡터와 실제 상태벡

터간의 오차 공분산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식 의 예측 방정식을 통해 얻어진 상태 추정치(15), (16)

예측값과 상태 추정오차 공분산행렬 예측값은 단순히 예측

값을 나타낼 뿐이므로 표적의 정확한 상태 추정치 즉 갱신,

된 상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식 에서 얻어진 현재의 융(13)

합 측정치 를 반영한 갱신 방정식을 이용한다.

실제 융합 측정치 와 예측된 융합 측정치




의 차이로 정의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은 다음과 같다.


 


 (17)

이노베이션의 공분산행렬은 아래 식 로 계산할 수(18)

있으며,


 






(18)

칼만필터의 이득값은 아래 식 로 얻어진다(19) .


 





×

 

(19)

식 에서 계산된 칼만필터의 이득값을 이용하여 상태(19)

추정값과 상태 오차 공분산값을 아래의 식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20)


 

 


×
 (21)

분산형 표적추적 알고리듬2.

기존의 중앙 집중식 구조는 모든 센서 측정치들이 중앙

처리장치로 보내어지는 구조이므로 제한된 통신 대역폭을

가진 중앙처리장치는 모든 센서노드들과 통신을 수행해야

하는 통신부담과 같은 에너지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중.

무선센서망에서는 통신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식 구조를 사용한다 분산식 구조에서는 표적의 예측치.

근처의 센서군을 선정하고 표적 근처에 있는 센서노드를,

프로세싱 노드로 선택함으로써 중앙 집중식 구조의 모든

센서노드들의 측정치 정보를 사용할 때보다 통신부담을 줄

일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센서노드들은 수면 모드를 취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수중 무선센서망을 구성하는 센서노드들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온다.

그림 는 분산형 표적추적 알고리듬의 기본적인 구조를2

나타낸다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원은 각 센서노드의 탐.

지 영역을 나타내고 실선으로 표시된 타원들은 칼만필터의

예측 및 갱신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매 샘플링 단계에서의

표적의 상태 예측큰 타원 및 갱신 영역작은 타원을 나( ) ( )

타낸다. 번째 시간에는 표적의 최종 상태 추정치가 타원

내에 존재하고 다음 샘플링 단계인, 번째 시간에는 표

적의 예측된 상태 추정 영역을 나타내는 새로운 타원이 생

기게 된다. 번째 시간에서의 프로세싱 노드 는A 번

째 시간에서 예측된 추정 타원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센서

노드 를 새로운 프로세싱 노드로 선택하고 이전 프로세싱B

노드 의 모든 정보들은 새로운 프로세싱 노드 로 전송A B

된다 새로운 프로세싱 노드 는 예측된 상태 추정 타원. B

내부에 존재하는 센서노드 측정치 정보들을 수집하고 수집,

된 측정치 정보만을 바탕으로 분산식 칼만필터를 구동하여

표적의 존재 영역을 나타내는 새로운 갱신된 타원을 형성

한다 결과적으로 분산형 표적추적 알고리듬은 이러한 일련.

의 과정들이 매 샘플링 시간마다 순환적으로 반(recursively)

복되어 표적을 추적하는 구조이다.

센서노드 선정기법IV.

본 장에서는 분산형 표적추적 알고리듬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노드 선정기법들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 분산형 표적추적 알고리듬은 통신 부담을 줄임으로써

센서노드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활성 비활성 센서 선정기법1. /

본 절에서는 표적의 상태 예측영역을 나타내는 원 내

그림 2. 분산형표적추적알고리듬.

Fig. 2. Distributed target track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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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센서노드만을 활성화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

림 에 개략적으로 활성비활성 센서 선정기법이 도시되어3 /

있다 칼만필터를 통해 얻어지는 예측 및 갱신 단계의 상태.

추정 타원은  축의 잡음성분이 서로 동일하고 독립적이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에서. 3

점선으로 표현된 작은 원은 각 센서노드의 탐지영역을 나

타내고 좌측 아래에 실선으로 표시된 원은, 번째 시간에

서 즉99.73%, 의 확률로 표적이 존재하는 갱신 단계

의 상태추정 영역을 나타낸다. 번째 시간에서는 그림

의 가운데 부분에 굵은 실선의 원으로 표시된 영역에 표3

적의 상태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번째 시간에서 표적의 예측된 위치와 번째 센서노

드  간의 거리를 라고 하면,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여기서 


와 


는 표적의 

축 상의 예측된 위치를 의미하고, 와 는

번째 센서노드 의 축 상의 위치를 의미한다.

그림 는 활성비활성 센서 선정기법을 보여준다 이 기4 / .

법은 개의 센서노드로부터 예측된 원과 교차영

역이 존재하는 개의 센서노드를 활성화시킨다 교차영역.

의 존재유무는 식 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23) .

≤  (23)

여기서 는 번째 센서노드 의 탐지반경을

의미한다.

식 을 만족하는(23) 개의 센서노드들은 활성화되어 표

적을 탐지할 준비를 한다 그림 에서 검은색의 중심을. 2~3

가진 원으로 표시된 센서노드들이 활성화된 센서노드들이

다 그리고 나머지. 개의 센서노드들은 식 를 만족(24)

할 경우 비활성 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그림 4. 활성및비활성센서선정기법.

Fig. 4. Waked-up/sleeping (WuS) sensor node selecting scheme.

  (24)

그림 에서 가운데 부분의 격자무늬를 가진 원으로 표시3

된 새로운 프로세싱 노드 는 식 과 같이 표적(25) ,

의 예측된 위치와 센서노드  간의 거리

 중 가장 작은 거리를 가지는 센서노드로

선택된다.

min⋯ (25)

새롭게 선택된 프로세싱 노드 를 기준으로 표

적의 상태를 예측 및 갱신하는 알고리듬이 순환적으로 수

행되게 된다.

유효 측정치 선정기법2.

활성비활성 센서 선정기법을 통해 활성 센서노드로 선/

정되었다 할지라도 모두 표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 이유는 활성비활성 센서 선정기법을 통해 예측된. /

원 내에 센서노드가 존재하여 활성화되더라도 센

서노드의 실제 탐지반경 내에 표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측

정값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활성.

화된 센서들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그림 는 유효 측정치 선정기법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5 .

이 기법은 활성 센서노드의 탐지영역과 실제 표적의 위치

와의 관계를 통해 활성 센서노드의 유효성을 판별하는 기

법이다 그림 에서 별모양으로 표시된 실제 표적의 위치는. 5

장에서 정의된 측정 방정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실제II .

표적의 위치 와 번째 센서노드  간의 거

리를 라고 하면 거리, 는 식 로 계산(26)

할 수 있다.

그림 5. 유효측정치선정기법.

Fig. 5. Valid measurement (VM) selecting scheme.

그림 3. 활성및비활성센서노드들.

Fig. 3. Waked-up/sleeping sensor nodes.



Sensor Nodes Selecting Schemes-based Distributed Target Tracking Filter for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s 699


 

 
(26)

여기서 와 는 번째 센서노드 

의 축 상의 측정치를 의미하고, 와 

는 번째 센서노드 의 축 상의 위치를 의미한다.

유효 측정치 선정기법은 와 의 크기비

교를 통해 각 센서노드들의 유효성을 판별하여 실제적으로

표적을 탐지하여 프로세싱 노드로 측정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개의 유효한 센서노드들을 선택하는 기법이다 만.

약 ≤ 이면 이를 만족하는 센서노드들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프로세싱 노드에 측정치 정보를 전달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개의 센서노드들은

 를 만족하여 유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

로 더 이상 표적을 탐지할 수 없게 된다 유효 측정치 선정.

기법을 통해 선정된 유효 센서노드들은 프로세싱 노드

에 개의 측정치  ⋯

를 제공하고 프로세싱 노드는 장의 식, II (13),

와 같이 모든 유효 측정치들(14) 의 융합(fusion)

을 통해 하나의 융합된 측정치  를 계산한다.

융합된 측정치를 장에서 설명한 분산형 칼만필터의 갱III

신 방정식에 적용하여 상태 추정값과 상태 오차 공분산값

을 갱신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칼만필터에 기반하여 활성. /

비활성 센서 선정기법과 유효 측정치 선정기법을 적용한

분산형 표적추적필터는 그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6 ,

매 샘플링 시간마다 활성 센서노드와 유효 센서노드의 존

재유무를 조사한다 만약 두 가지 센서노드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분산형 칼만필터의 게인값을 구할 수 없어 식 (27),

의 을 적용하여 이전 시간의 상태 및 오차(28) Update step I

공분산행렬 예측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반대로 두 가지 센.

서노드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산형 칼만필터의 게인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식 과 같이, (29), (30) Update step II

를 적용하여 이전 시간의 상태 및 오차 공분산행렬 갱신값

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장에서 설명한 식 과, III (20), (21)

동일한 결과이다.

Update Step I:




 (27)




 (28)

Update Step II:


 







(29)









 (30)

따라서 매 샘플링 시간마다 활성 센서노드 선정 및 유효

측정치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며 표적을

예측 및 갱신하며 추적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활성비활성 센서 선정기법을 통해 수중 무/

선센서망을 구성하는 모든 센서노드들 중에 표적 주변에

있는 단지 몇 개의 센서노드들만을 활성화하고 유효 측정,

치 선정기법을 통해 활성 센서노드들 중 실제적으로 표적

을 탐지하여 측정치 정보를 줄 수 있는 유효 센서노드들을

선정하는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 프.

로세싱 노드는 모든 센서노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활성,

화된 센서노드들과 통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산량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V.

표적은 그림 과 같이 수중 무선센서망의 센서노드가 설7

치된 해저면에서 초기 위치  에서 좌측으

로 저기동 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수중 무선센서망 구축.

을 위해 × 영역에 음향 센서노드를 일정 간

격으로 설치하였으며 각각의 음향 센서노드의 위치정보는,

사전에 알고 있으며 표적의 위치정보만을 탐지할 수 있다,

고 가정한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요구하는 환경조건.

이며 랜덤 분포의 센서노드 환경일 경우에도 에서 제시, [5]

한 센서노드 위치인식 알고리듬에 의해 센서노드들의 위치

를 계산하여 표적추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샘플링 간.

격 는 초 등속 운동 모델의 공정잡음 강도0.1 , 

는

sec 등가속 운동 모델의 공정잡음 강도, 

는

sec로 설정한다 그리고 측정치 공분산행렬. 와

등속 운동 모델 및 등가속 운동 모델의 상태 오차 공분산

행렬 초기값 


와 


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31)




 × 


 × (32)

모든 센서노드의 탐지반경은 로 동일하다고 가정

하고 각 센서노드 간의 간격은, 로 균일하게 분포되

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6. 칼만필터기반분산형표적추적필터.

Fig. 6. Kalman filter based distributed target tracking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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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센서노드분포및표적의실제추정궤적/ .

Fig. 7. Sensor node distribution and real/estimated target

trajectory.

그림 8. 활성비활성및유효센서노드/ .

Fig. 8. Waked-up/sleeping and valid sensor nodes.

그림 은7  간격으로 분포된 센서노드들 그리고,

수중 무선센서망에서 저기동 운동을 하는 표적의 실제 궤

적과 등속 운동 모델 및 등가속 운동 모델에 기반한 칼만

필터의 추정된 궤적을 보여준다 두 가지 운동 모델의 추.

정된 궤적들은 실제 궤적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

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활. 8

성비활성 센서 선정기법과 유효 측정치 선정기법을 통해/

얻어진 활성 센서노드와 유효 센서노드를 표현한 그림이

다 그림에서 로 표현된 센서노드는 활성 센서노드를 나. ‘*’

타내고 로 표현된 센서노드는 유효 센서노드를 나타낸, ‘o’

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산형. 8 ,

표적추적필터는 수중 무선센서망을 구성하는 모든 센서노

드들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 이동하는 궤적 근처,

의 센서노드 정보만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표적을 추적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와 그림 은 회의 몬테카. 9 10 100

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얻어진 등속 운동 모델 및 등

가속 운동 모델의 위치 오차와 속도 오차를 보RMS RMS

여준다 두 가지 운동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표적추적 초.

그림 9. 위치 오차RMS .

Fig. 9. Position RMS error.

그림10. 속도 오차RMS .

Fig. 10. Velocity RMS error.

기단계에는 초기 오차성분에 의해 값이 다소 증가하RMS

는 증상을 보이지만 약 초 후 즉 번의 샘플링 후 안정, 2 , 20

화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등속.

운동 모델의 추정오차는 다소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실제 표적은 저기동 운동을 하고 있으나 등,

속 운동 모델에 기반한 분산형 칼만필터를 구현하였기 때

문에 모델링 오차로 인하여 저기동을 탐지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전체 표적추적 구간에서 위치 오차가. RMS

 미만이고 속도 오차도, RMS sec 미만으로 발

산하지 않는 추적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등가속 운동 모델을 적용한 칼만필터의 경우 표

적의 실제 표적과의 모델링 오차가 줄어들어 효과적으로

저기동을 탐지할 수 있으므로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하의 위치 오차와RMS sec 이하의 속도 RMS

오차의 안정적인 추적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산형 구조의 칼만필터는

표적이 저기동 운동을 할 경우 적용된 표적의 운동 모델,

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 없는 안정적인 추적 성능을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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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I.

본 논문은 수중 무선센서망 환경에서의 분산형 표적추적

필터에 관한 최초의 연구결과로서 수중 무선센서망에서 저,

기동하는 단일 표적의 상태 추정을 위해 칼만필터를 기반

으로 활성비활성 센서 선정기법과 유효 측정치 선정기법을/

적용한 에너지 효율적인 분산형 표적추적필터를 제안하였

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표적의 예측영역 주위의 센서군을.

선정하여 통신 부담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각 센서노드

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통해 추적 정확성도 보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균일분포의 센서노드 배치 환경조건

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요구하는 환경조건이며 랜덤 분포,

의 센서노드 배치 환경조건에서의 분산형 표적추적필터와

수중 무선센서망에서 고기동하는 표적에 대처하는 표적추

적필터에 대해 별도의 연구 결과로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수중 통신문제시간 지연 초음파( ,

신호의 비직진성 등와 같은 수중 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존의 중앙집중식 구조와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분산형 구조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 척도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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