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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H_/H∞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FDI) observer design problem is investigated for discrete-time 

delayed systems. To that end, a bank consisting of the sensor’s number of observers is introduced. Each residual should be sensitive 

to a certain partial group of faults, but robust against the disturbance as far as possible. We formulate this multiobjective FDI problem 

as H_/H∞ observers design problem. Sufficient design condition is expressed as iterative linear matrix inequalities. The fault is then 

detected and isolated by evaluating the residuals through an FDI decision logic. A computer simulation is provided for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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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자율 컴퓨팅(autonomic computing)과 같

은 컴퓨터 기반의 제어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

율 컴퓨팅 시스템은 기존의 컴퓨팅 시스템에 제어시스템의 

능동적 피드백을 적용하여 자원을 배분하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등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임무를 수행한다[1]. 따라

서 과거 컴퓨팅 시스템보다 처리해야 할 연산량이 많고 연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지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

며 이는 제어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 수 년간 이러한 시간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9,18,19]. 

그 중 고장진단(fault diagnosis) 문제는 제어공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고장진단은 고

장의 유무를 판단하는 고장검출(fault detection), 고장의 발생

위치를 판단하는 고장분리(fault isolation), 고장의 발생 시간, 

크기, 특성을 판단하는 고장식별(fault identification)의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모델 기반의 고장검출 기법은 기존의 잘 개발된 관측

기 설계 이론을 고장검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된다[6-9]. 모델 기반 기법에서 관측기는 추정

된 오차로부터 잔여오차(residual)를 생성하고 고장 여부는 고

장 판단 논리(fault decision logic)에 의해 결정된다[10]. 한편 고

장분리는 고장의 특정 집단에 민감하도록 설계된 관측기로

부터 잔여오차를 생성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판단 논

리를 사용한다[11]. 고장분리는 고장검출 이론을 직접적으로 

응용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고장검출과 같이 다양한 시스

템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시간지연 시스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연속 시간지연 시스템을 위한 고장검출 문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다[2-5]. 반면 이산 시간지연 시스템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데 자율컴퓨팅과 같이 실생

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산 시간지연 시스템의 고장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연구 주제이다. 

다양한 제어 문제에서 입력에 대한 출력의 강인성을 보장

하기 위한 성능 지표로 H∞을 사용한다[12,13]. 이와는 반대로 

H_ 성능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고장검

출 문제에서는 고장에 대한 잔여오차의 H_ 성능을 높일수록 

고장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다. 따라서 외란과 고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외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장을 최대한 반

영하는 다목적 H_/H∞ 설계 기법이 필요하다[10,14-16]. 

본 논문은 이산시간 상태지연 시스템의 고장검출 및 분리 

문제를 논한다. 이를 위하여 센서의 수와 같은 수의 관측기

로 구성된 뱅크(bank)를 도입한다[11]. 각 관측기는 H_/H∞ 성

능을 고려하여 외란에 강인하지만 고장의 특정 집합에는 민

감하도록 설계된다. 설계조건은 선형행렬부등식을 포함한 반

복알고리즘으로 제시된다. 

본 논문은 표준 표기법을 따른다. 는 음한정 

행렬을 의미한다. 는 유클리디안 놈을 의미하며 는 

 놈을 의미한다. 는 대칭행렬의 대각 전치요소를 의미한

다. 수식의 간략한 표현을 위해 생략법 이 

사용된다. 임의의 벡터 과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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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산시간 상태지연 시스템 

다음 형태의 시간지연을 가지는 자율 컴퓨팅 시스템을 고

려하자. 

  (1) 

여기서 는 상태, 는 출력, , 

, 는 시변 지연시간이며 알 수 있음을 가

정한다. 와 는  공간에 속하며 각각 

외란과 고장을 의미한다. 

고장의 검출 및 분리를 위해 m개의 관측기로 구성된 관측

기 뱅크가 사용된다. p번째 관측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는 추정된 상태, 는 관측기 출력, 

는 잔여오차다. 행렬 L과 H는 각각 설계되어야 할 

관측기와 잔여오차 이득이다[11]. 

초기상태 0 0
ˆ 0x x= = 를 가정하자. 상태추정오차 :

k k
e x=  

ˆ
k
x− 를 정의하면 오차동역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식 (1)과 (3)으로부터 다음의 확장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

다[12]. 

  (4) 

여기서 , 이고 

 

이다. 

정의 1 (H_/H∞
 성능): 오차동역학 (3) 또는 확장된 시스템 

(4)에서 pf 에서 r까지 H_ 성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0]. 

 

또한 w에서 r까지 H
∞
 성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1. 고장검출 및 분리 논리. 

Table 1.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logic. 

상태 판단 

 번째 고장이 검출 및 분리됨.

 , for all  고장이 검출되지 않음. 

그 밖의 경우 
고장이 검출되었지만 분리되지

않음. 

 

식 (3)에서는 번째 요소를 제외한 센서신호가 잔여오차에 

반영된다. 따라서 번째 관측기가 H_ 성능을 만족한다면 r

에 미치는 pf 의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정의 2 (고장검출 및 분리 논리): 다음과 같은 잔여오차 

평가함수 

 

와 문턱함수 

 

를 정의한다. 여기서 
0W

K
>

∈� 는 상수 시간 창이다. 
r

J 과 

th
J 가 p번째 잔여오차로부터 유도된 경우 

p
r

J 과 
th

p

J 라고 

표기하자. 표 1은 고장검출 및 분리 논리를 정의한다. 

문제 1 (β, γ ‐H_/H
∞
 고장검출 및 분리): 주어진 β, γ ∈  

0>
�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기 (2)의 이득행렬

들 L, H를 구하라. 

C1) 0,f = 0w = 인 경우 (4)는 점근적으로 안정하다. 

C2) 0w = 인 경우 초기 값 
0 0

ˆ 0x x= = 에 대하여 
−

>O  

β 를 만족한다. 

C3) 0f = 인 경우 초기 값 
0 0

ˆ 0x x= = 에 대하여 
∞

<O  

γ 를 만족한다. 

 

III. 주요결과 

본 논문의 주요결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조정리

를 사용한다. 

보조정리 1 [17]: 주어진 적절한 크기의 행렬들 Q, R, ,Q  

R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보조정리 2 [2,5]: 임의의 벡터 a, b에 대하여 다음을 만

족하는 적절한 크기의 행렬 , , M, N, 

Y가 존재한다. 

 

정리 1 ((β, γ ) ‐ H_/H
∞
 고장검출 및 분리): 주어진 β, γ∈  

0>
� 에 대하여, 다음 행렬부등식을 만족하는 행렬들 W, M, Y, 

1 2
: blockdiag{ , } 0,T

P P P P= = � 0,
T

Q Q= � 0,
T

X X= � Z =

0,
T

Z � 0
T

H H= � 가 존재한다면 관측기 (2)는 (β, γ ) ‐ 

H_/H
∞
 고장검출 및 분리 성능을 가지며 오차시스템 (3)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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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적으로 안정하다. 

 (5) 

 

 (6) 

 

 (7) 

증명: 리아푸노프(Liapunov) 함수 
1 2 3 4k k k kk

V V V V V= + + +  

를 도입하자. 여기서 

 

이다. 로 정의하자. 에 보조정리 2를 적

용하기 위해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이용하면 

 

식 (4)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으며 

 

은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여기서 보조정리 2로부터 , ,
k

a z= b =  

l
z∆ 인 경우를 고려하면 

 

이 성립하고 위 식으로부터 다음의 부등식을 얻는다. 

 

한편, 
2
,

k

V∆
3
,

k

V∆
4k

V∆ 는 다음과 같다. 

 

 

 

위 식들로부터 
k

V∆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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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 식 (8)의 우변은 다음과 같이 축소되며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면 (4)는 점근적으로 안정하다. 

 

여기서 슈어여수법(schur complement)과 의 변수치환

을 사용하면 동치관계가 성립한다. 

이제 C3)의 설계조건을 증명하자. (8)에서 , 인 

경우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다음 형태의 해밀턴–자코비–벨만(Hamilton–Jacobi–Bellman) 

부등식을 도입하자. 

  (9) 

식 (9)를 에 대하여 에서 까지 더하면 다음 동치 관계

가 성립한다. 

 

이는 를 의미하며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17]. 

 

여기서 첫 번째 동치관계를 위해 슈어여수법을 사용한다. 

에 의한 합동변환(congruence trans-

form)과 , 의 변수치환을 사용하면 마지

막 동치관계가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C2)의 설계조건을 증명하자. (8)에서 , 

인 경우 는 다음을 만족한다. 

 

다음 형태의 해밀턴–자코비–벨만 부등식을 도입하자. 

  (10) 

식 (10)을 τ 에 대하여 0에서 ∞까지 더하면 다음 동치 관계

가 성립한다. 

 

보조정리 1로부터 , , , 인 

경우 설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여기서 슈어여수법이 사용되었다. , 의 

변수치환을 사용하면 마지막 동치관계가 성립한다. 정리 1의 

설계조건들은 , 항을 포함한 비선형행렬부등식

이다. 비선형행렬부등식의 해는 선형행렬부등식의 반복알고

리즘으로 구할 수 있다. 먼저 , 를 가

정하자. 슈어여수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동치관계가 성립한다. 

 

 

다음 선형행렬부등식을 만족하는 행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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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을 가정하자. 

 

식 (5), (6), (7)에서 , 의 변수 치환을 하

고 위 식들을 사용하면 정리 1은 다음과 같은 선형행렬부등

식을 포함한 비선형 최소화문제로 바꿀 수 있으며 Algorithm 

1으로 풀 수 있다. 

 

Algorithm 1 반복 선형행렬부등식 알고리즘 

1:  Procedure ILMI ( ) 

2:   

3:  Find solution set  subject to (11), (12), (13), (14) 

4:  repeat 

5:   

 

       subject to (11), (12), (13), (14) 

6:     

7:    until  

,  

8:    return  

8:  end procedure 

 

 

 (11) 

3 

 (12) 

 

 (13) 

 (14) 

 

IV. 모의실험 

다음과 같은 시스템 행렬로 표현되는 (1) 형태의 이산시간 

시스템을 고려하자[7]. 

 

이분법(bisection method)을 사용하여 , , 

, 를 선정하고 Algorithm 1을 적용하

면 문제 1을 만족하는 이득행렬들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첨자들은 뱅크 내 각각의 관측기들을 표시한다. 시간 

구간 에서 모의실험을 시행한다. 외란 는 

크기 구간 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고장 

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발생함을 가정하자. 

 

잔여오차 평가함수와 문턱함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고장이 없는 경우, 외란이 없는 경우, 고장과 외란을 모두 가

지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다. , , 

으로 정한다. 

그림 1은 실험 구간 내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잔여오차 평가함수를 보여준다. 외란이 불규칙하게 발생하였

지만 실험 구간 내에서 의 크기가 문턱 값 

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 1의 판단 논리에 의해 고장이 발

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실제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외란 없이 고장만 발생한 경우를 보여준다. 표 1의 

판단 논리에 의해 각각 고장의 발생 시간보다 지연되어 시간

구간 , , 에 , 

, 이 각각 검출 및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외란과 고장이 모두 발생한 경우 잔여오차 평

가함수를 보여준다. 불규칙한 외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2와 유사한 패턴으로 시간구간 , , 

에 , , 이 각각 

검출 및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산시간 상태지연 시스템을 위한 H_/H
∞
 고장검출 및 분리 

 

965

 

그림 1. , 일 때의 잔여오차 평가:  (실선),  

(괘선). 

Fig.  1. Residual evaluation when  but :  (solid) 

and  (dashed). 

 

 

그림 2. , 일 때의 잔여오차 평가:  (실선),  

(괘선). 

Fig.  2. Residual evaluation when  but :  (solid) 

and  (dashed). 

 

 

그림 3. , 일 때의 잔여오차 평가:  (실선),  

(괘선). 

Fig.  3. Residual evaluation when  and :  (solid) 

and  (dashed). 

V. 결론 

본 논문은 상태 지연을 갖는 이산시간 시스템의 고장검출 

분리 문제를 다루었다. 고장검출 및 분리를 위하여 관측기 

뱅크를 도입했다. 각 관측기는 H_/H
∞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

계되었다. 설계조건은 비선형행렬부등식으로 나타냈으며 이

를 풀기 위해 비선형 최소화 문제를 포함한 선형행렬부등식

의 반복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관측기뱅크

의 고장검출 및 분리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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