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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합과 필터링(Fusion and Filtering: F/F) 기법은 신호처리, 제어 등 많은 공학분야에서 사용되며 
현재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 PF)가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비선형 시스템과 모델링 하
기 어려운 에러조건 때문에 기존의 파티클 필터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공학환경이 존재한다. 
이에 파티클 필터뿐만 아니라 칼만 계열(Kalman varieties)의 필터 방법들을 통합할 수 있는 Constraint 
Manifold(CM) 기반 융합과 필터링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M 기반 필터링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 조건 표현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파티클 필
터와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1. 서론 

융합과 필터링 (Fusion and Filtering: F/F) 기법은 신
호처리, 제어 등 많은 공학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융
합 및 필터링의 기본이 되는 Kalman Filter(KF)[1][2]는 
가우시안 에러 모델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선형필터

이나 비선형 시스템 처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Extended Kalman 
Filter(EKF)[3][4]가 개발되었으나 이는 1 차 선형 근사

화에 의한 에러가 발생하여 시스템의 비선형 정도와 
필터링 수행 빈도에 따라 필터링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EKF 의 대안으로 Unscented Kalman Filter(UKF)[5]가 
개발되었다. 이 필터는 비선형과 비가우시안 에러 모
델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 이 필터는 2 차 비선형까

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가우

시안 근사화로 인하여 필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3 차이상의 비선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근 Particle Filter(PF) [6][7] 가 기존 방법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PF 는 
시스템 모델링 식과 측정 식에 에러의 정도를 다양한 

가중치를 지닌 입자들로 표현하여 이들을 융합한다. 
융합하는 방법[8]으로는 개발자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많은 경우에서 이 융합된 결과는 비선형과 
임의의 에러 모델뿐만 아니라 모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일반해에 가까운 값을 제공한다. 그러

나 PF 역시 잘못된 입자의 예측에 의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처리시간으로 인해 실시간 문제에 어려

움이 있다.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를 융합과 필터링할 때, 다양

한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은 
융합공간(Fusion Space) 상에서 차원을 낮추어 줄 수 
있고 입자들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융합과 
필터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융합 및 
필터링 방법들은 다양한 제약 조건을 결합하여 활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Constraint Manifold 기반 융합과 필터링(CM-based F/F) 
기법[9]이 제안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CM-based F/F 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인 모델링 식과 측정 식의 샘플링 및 융합공간상

에서 확률분포 전달문제를 고찰하고 시뮬레이션에 적
용해 봄으로써 기존의 PF 와의 정량적인 비교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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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이미 제

안된 CM 기반 융합과 필터링 기법에 대한 기본 개념

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이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에서는 구현 방법론과 수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이고 5 장에서는 결론을 내렸다.  

 
2. CM 기반 융합과 필터링 기법 

CM 기반 융합과 필터링 기법[9]은 융합 및 필터링 
공간과 제약조건을 정의하고 주어진 사전 확률 분포

(Prior Probability Distribution)가 제약조건 상으로 진행

한 결과를 토대로 결합 확률 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를 도출하여, 주변 확률 분포(Marginal Pro-
bability Distribution)를 통해 사후 확률 분포(Posterior 
Probability Distribution)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림 1) 선형 제약 조건 경우 

 
 

 
 

 

 

 

 

 

 

 

 

(그림 2) 비선형 제약 조건 경우 

  (그림 1)과 (그림 2)는 제약 조건이 선형과 비선형

인 경우이다. 두 개의 센서 V1 과 V2 에 대한 사전 확
률 분포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V1 과 V2 를 
통해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하게 되는데 이는 제약 조
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제약조건 위에 있는 결합 확률 
분포만을 고려한다. V1 과 V2 의 주변 확률 분포는 제
약조건 상의 결합 확률 분포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주변 확률 분포가 각각 V1 과 V2 의 사후 
확률 분포가 된다. 
  (그림 1)과 (그림 2)은 제약조건이 각각 선형과 비
선형인 경우이다. 여기서 사전 확률 모델은 보통 가우

시안 확률 분포로 가정한다. 따라서 선형 제약 조건 

경우에 사후 확률 분포는 (그림 1)처럼 가우시안 확률 
분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Kalman 필터와 
동일하다. 그러나 비선형 제약 조건 경우에 사후 확률 
분포는 가우시안 확률 분포처럼 되지 않게 된다. 

 
3. 기본 알고리즘 

다음은 CM 기반 융합과 필터링 방법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다. 

 
(1) 융합 및 필터링 공간과 제약조건 정의 
(2) 각 변수의 사전 확률 분포의 정의 
(3)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함 
(4)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결합 확률 분포를 통해 

각 변수의 사후 확률 분포를 구함 
(5) (2)~(4) 과정 반복 수행 

 
(그림 3)은 3 차원에서의 CM 기반 융합과 필터링의 

개념을 나타내는 예이다.  
 

 

(그림 3) 3 차원에서의 CM 기반 융합과 필터링의 예 

 

 
 

 

   (1) 

 

 

 
 
식(1)은 (그림 3)에서 보여지는 각 변수의 주변 확률 

분포를 구하는 식이다. 그러나 다차원 공간과 복잡한 
비선형 식을 적분하는 것이 현재의 수학 방법으로 불
가능할 때가 많다. 또한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접근하

더라도 매우 복잡할 경우가 많고 계산량 처리에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4. 실제 구현 방법 및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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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는 각각 시스템 모델링 식과 측정 식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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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un, vn 은 각각의 에러를 의미한다. xn-1 이 xn 으

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통계학적인 확률 분포 표현 방
법인 샘플링이 있다. 샘플링에는 크게 일정 간격 샘플

링과 확률 분포에 의한 샘플링이 있다. 
일정 간격 샘플링은 함수의 입력 변수에 전구간에 

걸쳐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고 각 샘플마다 가
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모든 구간을 고려하므로 일반

해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현실적으

로 모든 구간에 대한 샘플링이 가능한 공학 문제가 
많지 않으며 가능하다고 해도 처리 문제가 만만치 않
다는 문제가 있다. 결정적으로 차원이 늘어났을 때 심
각한 계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확률 분포에 의한 샘플링은 보다 적은 

샘플 개수로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림 4) 일정 간격 샘플링과 확률 분포에 의한 샘        

         플링 
 

  그러나 이 방법은 융합공간상의 제약 조건의 기하

학적 형태를 제대로 표현했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 
일정 간격 샘플링조차 비선형 함수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하학적 형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제
약조건의 기하학적 형태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약조건상에서의 일정간격 샘플링이 필수적이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저차원 신호처리 문제에서 대표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UNGM(Univariate Nonstationary 
Growth Model)[7]을 사용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

어 보았다.  
 

 
 

(3) 

 
 
식(3)은 UNGM 의 시스템 모델링식과 측정식을 나

타낸 것이다. (α=0.5, β=25, γ=8, x0=0.1) 
 
 
 
 
 
 
 
 
 
 
 

(그림 5) 일정 간격 샘플링하여 진행한 결과 (n=1) 
  (그림 5)는 UNGM 시스템 모델링식에서 입력단을 

일정 간격 샘플링(간격 0.1)하여 함수에 진행시킨 결
과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입력단에서 일정 간격 샘
플링을 하여도 진행된 결과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

지 않는다. 이는 기하학적 형태를 온전하게 표현했다

고 보기 어렵다.  
 
  
 
 
 
 
 
 
 
 
 
 (그림 6) 일정 간격 샘플링하여 진행한 결과 (n=1) 
 
 (그림 6)은 (그림 5)의 조건에서 입력단에 N(0.1, 1)

의 가우시안 조건으로 진행시킨 후의 결과이다. 0.1 부
근의 입력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값인 

5.4241 값에 가중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하학적 

형태가 일정하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입

력단의 샘플과 진행된 후 결과를 나타내는 샘플간의 

간격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7) 입력단 샘플간격과 출력단 샘플간격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많은 PF 에서

는 입력단의 샘플 가중치(wt(input))가 그대로 출력 가

중치(wt(output) = wt(input))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샘

플은 그 자체의 가중치뿐만 아니라 밀집도 역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력단 샘플간격(A)과 출

력단 샘플간격(B)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wt(output) = (A/B) × wt(input)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입력단의 샘플을 일정하게 하

는 것이 아닌 제약조건상의 샘플을 일정하게 하고 또

한 진행된 가중치를 입력단과 출력단의 샘플간격과 

함께 고려하여 UNGM 모델을 필터링하였고 이 결과

를  [7]에서 제시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제약조건상에

서 샘플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입력단에서 일

정간격으로 샘플링 한 뒤 나오는 입출력 관계 집합에

서 일정 거리만 떨어져있는 입출력 항만 추출했으며, 

UNGM 모델의 진실값은 -17 에서 17 사이에 있으므

A, wt(input)

B, wt(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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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간 제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8)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필터링 

결과와 진실값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 사용된 입자의 개수는 295~303 개이며, 사

용된 입자의 개수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제약 조건의 

기하학적 형태를 일정하게 샘플링 하려고 하였기 때

문이다. 제약 조건상에서는 매 샘플 간격을 완벽하게 

똑같이 맞추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

이 일어났다. N=30 이고 3.0GHz Intel Pentium IV 
Processor 컴퓨터 환경에서 MATLAB 을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그림 8) 제안된 방법에 의한 필터링 결과와 진실값

  의 변화 추이 

 

매번 스텝마다 필터링 된 결과값과 진실값 사이의 
MSE(Mean Square Erro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
다. 

 
MSE = ∑(n=1:N)(필터링 결과 –  진실값)2 / N   (4)  
 

[7]에서 제시한 MSE 는 10~12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MSE 는 7.082
이었다. 참고로 입력단에서만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하

여 필터링을 하였을 경우의 MSE 역시 10~15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제안된 방법이 성능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CM 기반 융합 및 필
터링 기법의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존에 제안된 CM 기반 융합 및 필터링 기법은 통계

학적인 샘플을 이용해 제약 조건상의 결합 확률 분포

를 효과적으로 구하고 이를 통해 각 변수의 사후 확
률 분포를 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으로서 저차원 모델일 경우, 제약 조건상의 기하학적

인 특성을 온전히 고려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상의 샘

플 간격을 일정하게 하였고 입력단의 샘플 간격과 출
력단의 샘플 간격 역시 고려하여 필터링을 진행하였

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기존의 PF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입증

하였다.  
지금까지 고려된 문제는 어디까지나 저차원일 경우

이므로 현재 고차원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로봇 이동주행 분
야는 5 차원이상의 고차원을 요구하며 융합공간도 
UNGM 모델과 비할 바가 못 된다. 이에 고차원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러스터링 기법 중 하나인 
Hyper-Ellipsoid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필터링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PF 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Impoverishment Problem 이 잘 나타나는 공학적 문제들

을 찾아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 샘플링 수로 적용해 
봄으로써 다양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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