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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동적 시스템에 대한 consensus 알고리듬은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융합을 위해 신축적

인 알고리듬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분산 센서 데이터 기반의 평균적인 consensus 특성을 이용하여 n개의

센서 계측치들의 평균을 추적하기 위해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분산 데이터 융합 필터를 구현

하였다. 본 consensus 필터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분산 칼만 필터링에 의한 구조로 데이터 융합의 문제를 해결한다.

consensus 필터의 최적 수렴특성, 잡음 전파의 감소 및 빠른 입력신호들의 추적 능력을 보여준다. 필터링 처리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그비 통신을 이용하여 각 센서의 출력신호와 필터링 처리 결과 및 각 센서의 개별적 신호들

을 통합하고 consensus 필터링 처리 결과를 보였다.

 In wireless sensor networks, consensus algorithms for dynamic systems may flexibly usable for their data
fusion of a sensor network. In this paper, a distributed data fusion filter is implemented using an average

consensus based on distributed sensor data, which is composed of some sensor nodes and a sink node to track

the mean values of n sensors’ data. The consensus filter resolve the problem of data fusion by a distribution

Kalman filtering scheme. We showed that the consensus filter has an optimal convergence to decrease of

noise propagation and fast tracking ability for input signals. In order to verify for the results of consensus

filtering, we showed the output signals of sensor nodes and their filtering results, and then showed the result

of the combined signal and the consensus filtering using zeegbee communication.

Keywords: Kalman consensus filtering, data fusion, distributed sensor network, sensor node, sink node. PTZ

camera monitoring, zigbee communication

센서 네트워크는 환경적인 모델링과 공간적으로 분산된

소스들로부터 환경의 감시 & 모니터링, 정보의 협동적 처

리 및 데이터 수집 등 폭 넓은 응용들을 가진다[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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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를 취급하는 것은 컴퓨터 과학, 무선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제어 과학의 배경으로 연구자들 가운

데 각 전문분야의 협력을 요구한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는 신축성 있는

알고리듬들을 이용하여 검출과 추정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다. 이것은 추정에 대한 참신한 분산 알고리듬과 특히

현재까지 구현하기 어려웠던 칼만 필터링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최근 논문에서, Spanos, Olfati-Saber 및 Murray[4]

는 국소적 칼만 필터링과 결합되는 센서 계측치들의 융합

을 요구하는 하나의 신축성 있는 센서 융합 구조를 제안하

였다. 이 접근의 핵심 성분은 그들 계측치들 모두의 평균

치를 추적하여 하나의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로 구성되는

하나의 분산 알고리듬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동적 평

균-consensus로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이 논문의 주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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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은 하나의 평균-합치를 경유하여 추적 문제를 해결하

는 하나의 분산 저역통과 필터를 구현하였다. 네트워크화

된 동적 시스템들에 대한 consensus 문제들[5]은 이동하는

에이전트들[6]의 집합적인 움직임의 총체적 제어,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초고속 consensus [7], 상태 종속의 그래프들

[8], 불규칙 네트워크, 및 방향성 네트워크들[9]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으로서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확장되어 적용되었다. 최근에 consensus 기반 정

보처리는 센서 네트워크들[4],[10],[11]에서 센서의 융합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consensus 필터라고 하는 하나의 분

산 저역통과 필터 형태에서 개의 센서들로부터 얻은 잡

음신호들의 개의 계측들에 대하여 개의 일정한 값들에

대한 평균-consensus 알고리듬을 구현한다. 이 consensus

필터의 역할은 문헌 [4]에서 제안된 하나의 척도변환이 가

능한 칼만 필터링의 구현에 필요한 센서 계측들의 분산적

인 융합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헌 [13]에서 적용한

히스토그램 기반 칼만 필터링이 중첩성 문제가 발생하는

데 비해 본 논문에서 적용한 방법은 이웃하는 정보의 융합

의 평균치를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

기서 consensus 필터들이 분산 센서 융합에 대하여 독립

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개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네트워

크 시스템들과 그래프 라플라시안들에서 consensus 문제

들에 관한 약간의 사전지식들을 기술하고, 분산 칼만

-consensus 필터의 해석에 대한 주요 성질을 서술한다. 3

절은 칼만-consensus 필터의 시뮬레이션 결과 및 간단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결론이 주어진다.

1. consensus 필터링

내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네트워크 토플로지 

를 가지는 동적 시스템을 생각한다. 이 그래프의 노드들의

집합은 {}이며, 인접 매트릭스  로 표현한

다. 그리고  {∈ ≠}는 노드 의 이웃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는 노드 를 포함하는 이웃들의 집합

을 나타낸다. 하나의 consensus 알고리듬은 선형 시스템의

형태로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12].

 
∈

    ∈ (1)

하나의 네트워크 가 주어지면, 시스템의 식 (1)의 모든

해는    




와 동일한 원소들을 가지는 하나의

상태 ∗  로 수렴한다. 이것은 평균-consensus의

값으로서 식 (1)은 식 (2)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

   (2)

여기서 은 그래프 의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이고, 식 (3)

으로 정의된다.

  ∆ (3)

여기서 ∆ ·1은 대각 원소들이며,  


를

가지는 그래프 의 차수 매트릭스이다. 이때 1

 ∈은 항상  (1)에 대응하는 고유벡

터이며, 의 두 번째 작은 고유 값 는 이 시스템의 수렴

속도를 결정한다[5].

2. 분산 칼만 consensus 필터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한정된 센싱 범위의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그래프 를 생각한다. 그림에

서 아래쪽은 센서 노드, 원의 바깥쪽은 싱크노드라고 하자. 
모든 센서 노드에서 센싱된 정보를 공유하여 하나의 최적

상태

를 계산하는 칼만 추정기의 모델을 식 (4)와 같

이 표현한다. 여기서 는 무방향성이며,  {}와

에지  ⊂×이다.

  ∼  

(4)

그림 1. 센서 네트워크 구성의 예

Fig. 1. An example of sensor network

여기서 는 필터의 각 시각에서의 상태를 나타

내는 전이 행렬이다. 번째 센서의 센싱 모델은 식 (5)와

같다.

   ∈ (5)

여기서 칼만 필터링 알고리듬은 상수 값을 가지는 행렬로

서 동일한 를 적용할 수 있고, 와 는 평균 값이 0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며, ∈은 해당 타겟의 초기상
태이다. 측정되는 잡음의 통계는 식 (6) 및 (7)로 주어진다.

   (6)

 
    (7)

여기서 은 잡음의 공분산이고,  이면  이고, 그

외는  이다.

  col∈를 시간 에서 네트워

크 전체의 센서 데이터라고 하고,  { ,(1) 
}의 정보가 주어지면 그 처리에 대한 추정 값들은 식

(8) 및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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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과 


는 해당 추정오차의 공분산이고, 초기상

태에서는 
 

이다.

이 네트워크의 각 노드는 칼만 consensus 추정기와 초

기조건들  와
   를 가지는 식 (8)의 분

산 추정 알고리듬을 적용할 수 있다.




∈


  (10)

 


  ≻ 

 
 



식 (10)에 의하여 각 노드의 추정기는 점근적으로


  에 수렴한다. 여기서 는 칼만 필터의

이득이며, 는 센서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행

렬이이다. 에 대하여,  col {}∈는 에 있는 모든

센서의 총체적인 관측이 로서 사용되며, 는 노드 의

각 상태변수가 측정 값 에 관련되는 관측 매트릭스가 될

수 있다[13].

그림 2. 칼만-consensus 필터링 알고리듬

Fig. 2. Kalman-consensus filtering algorithm             
           

위 내용의 칼만 consensus 필터를 그림 2와 같은 순서로

구현하였다. 먼저 노드 에서의 예측 값 및 오차 공분산과

이웃 노드들의 정보가 주어지면, 공분산 를 가지는 측정

값 를 입력하여 그림 2의 순서로 처리한다. 이때 하나의

칼만-consensus 추정기와 초기 조건들,  와

  로 한다. 초기 값 선정에서 그 정보가 전혀 없

을 경우에는 오차 공분산 값을 약간 크게할 필요가 있다

[14].

그림 2의 알고리듬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우

시안 잡음, 정현 신호 잡음 및 구형파 신호를 사용하여 시

뮬레이션하였다.

그 처리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a)는 가우시

안 잡음에 대한 필터링 결과로서 붉은 색은 가우시안 잡음

이고, 녹색은 처리 결과이다. 그림 (b)는 정현파 신호의 잡

음에 대한 결과로써 녹색이 처리 결괴며, 그림 (c)는 구형

파에 대한 처리 결과를 나타낸다.

(a) 가우시안 잡음

(a) Gausian noise

(b) 정현파 신호 잡음

(b) sine wave noise

(c) 구형파 신호

(c) rectangular signal

그림 3. 각 잡음에 대한 필터링 처리 결과

Fig. 3. Filtering results for each no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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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합된 신호의 필터링 처리 결과

Fig. 4. Filtering result for combined signal

이 그림에서 각각 평균값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는 위 3가지 신호들을 동시에 인가하여 얻

은 결과로서 붉은 색은 각 잡음 성분들의 통합을 나타내

고, 녹색은 통합 신호를 필터링 처리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그 평균치에 수렴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본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이벤트 신호를 검출

하는 실험을 하고자 한다. 실험 시스템 구성은 그림 5와

같이, 두 곳에 센서 노드를 설치하고 싱크 노드에 PTZ 카

메라를 연결하여 이벤트 신호가 발생되는 센서 노드를 모

니터링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15]. 각 노드의 위치좌표가

싱크 노드에 저장되어 이벤트가 발생되면 저장된 센서 노

드의 위치좌표에 따라 카메라가 자동으로 제어된다.

그림 5. 실험 시스템

Fig. 5 experimental system

그림 5에서 센서 노드와 싱크 노드 사이의 통신은 지그비

통신을 이용하였고, 이벤트가 발생한 센서 노드의 정보와

PTZ 카메라의 영상을 패킷으로 중앙 컴퓨터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림 6에서 (a)는 센서 노드 1에서 온도 센서에 라이터

불을 켜서 설정한 임계치의 온도를

센서노드 1의 위치

(a) 이벤트 발생 장면 (b) 검출된 장면

그림 6. 온도 센서의 이벤트 검출 결과

Fig. 6. event detection result of temperature sensor

그림 7. 컴퓨터에 전송된 그림 6의 이벤트 정보

Fig. 7. event data for fig, 6 (central computer)

센서노드 2의 위치

(a) 이벤트 발생 장면 (b) 검출된 장면

그림 8. 조도 센서의 이벤트 검출 결과

Fig. 8. event detection result of illuminaton sensor

그림 9. 컴퓨터에 전송된 그림 8의 이벤트 정보

Fig. 9. event data for fig, 8 (central computer)

초과시켜 동작시키고 센서 노드 2는 OFF된 장면을 보였

고, 이 이벤트를 화면상에 있는 PTZ 카메라에서 모니터링

한다. 이벤트를 싱크 노드에서 수신한 모니터링 결과를 그

림 (b)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8은 센서 노드 2에 휴대폰의 후레쉬를 켜서

조도 센서를 동작시키는 장면을 보였으며, 그림 b는 PTZ

카메라에서의 검출 결과를 보였다.



정보 융합 칼만-Consensus 필터를 이용한 분산 센서 네트워크 구현 / 247

그림 10. 이벤트 신호의 칼만 필터링 특성 비교 (a) 처리

전 (b) 처리 후

Fig. 10. Comparision of the properties of the event signals

for the Kalman-consensus filter (a) before (b) after

그림 10은 이벤트 신호 검출에서의 통합 신호에 대한 칼만

-consensus 필터링 전후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위 그래

프는 온도센서의 특성, 아래는 조도센서의 특성이다. 그림

(a)는 필터링 처리 이전의 특성이고, (b)는 필터링 처리 이

후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도 잡음 성분은 상당히

제거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각 센서 노드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신호를

싱크 노드에서 잘 검출하여 그 위치 정보를 PTZ 카메라에

보내어 카메라로부터 해당 센서 노드의 이벤트 현장을 모

니터링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융

합하여 평균을 취함으로써, 히스토그램을 기반하는 출현학

습을 적용한 칼만 필터링 방법보다 중첩성의 문제가 없어

효과적인 처리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센서 노드의 수

가 2개로 한정하였지만  곳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동적 시스템에 대한 consensus

알고리듬은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융합을 위해 신축적인

알고리듬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센서 데

이터 기반의 평균적인 consensus 특성을 이용하여 센서

노드에서의 계측치들의 평균 값을 추정하기 위해 센서 네

트워크의 노드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분산 데이터 융합 필

터를 구현하였다. 구현된 칼만 consensus 의 수렴특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그비 통신을 이

용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센서 노드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신호를 싱크 노드에서 검출하여 PTZ 카메에서 효

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었다. 이는 문헌 [13]에서 적용한

히스토그램 기반의 출현 학습을 이용한 방법보다 중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처리시간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센서 노드와 싱크 노드의 수를

확장하여, 통합센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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