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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제어를 이용하여 그래프 연결성을 배제시킨

선형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변수 일치 알고리듬

Graph Connectivity-free Consensus Algorithm for State-coupled Linear 
Multi-agent Systems: Adap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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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asymptotic consensus problem for linear multi-agent systems. We propose a distributed state 
feedback control algorithm for solving the problem under fixed and undirected network communication. In contrast with the 
conventional algorithms that use global information (e.g., graph connectivity), the proposed algorithm only uses local information 
from neighbors. The principle for achieving asymptotic consensus is that, for each agent, a distributed update law gradually 
increases the coupling gain of LQR-type feedback and thus, the overall stability of the multi-agent system is recovered by the 
gain margin of LQR.

Keywords: multi-agent systems, consensus, adaptive control, state coupling

Copyright© ICROS 2012

I. 서론

최근 학계는 다개체 시스템(multi-agent systems, MASs)을 

제어하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다개체 시스템

이란 여러 개의 개별 시스템들이 네트워크 통신을 통하여 

주변과 자신의 특정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개체 시스템의 일치(consensus)라는 것

은, 각 개체의 특정 정보들(상태변수나 상태변수의 일부분, 
또는 출력 등)이 점근적으로 모두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개체 시스템의 일치 문제를 푼다는 것은 개체가 

네트워크 통신으로부터 받는 제한된 커플링 정보를 이용하

여 다개체 시스템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다개

체 시스템 제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인 자동

차들의 편대 주행과 여러 개의 센서를 이용한 효율적인 감

시 체계 구축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필요한 편

대 항해나 편대 비행 기술 개발 등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1,3,4,9,10,15,16,20].
현재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변수나 출력 일치를 이루기 

위한 제어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8-14,16- 
20]. 하지만 그 제어기를 구현함에 있어, 대부분의 결과가 

그래프 연결성(graph connectivity)과 같은 네트워크의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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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global information)를 이용한다[4,14,17-19]. 실제 상황에

서는 개별 개체가 전역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러한 제어기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분산형 제어기라 말하기 

힘들다. 이를 착안하여 논문 [21]에서는 추가적인 추정기와 

이웃 개체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그래프 연결성을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논문 [12,13]에서는 그

래프 연결성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이웃 개체의 정보만을 

이용하는 적응 제어 기법 기반의 제어기를 제시하였다. 특
히, [12]에서는 제어기의 초기조건에 제약이 있는 상태변수 

궤환 동적 적응 제어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13]에서는 출

력 및 추정 출력 궤환 동적 적응 제어 기법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웃 개체들의 상태 변수 정보만을 사용

하는 분산형 제어 기법 문제를 다룬다. 고안된 1차 동적 제

어기는 적응 및 LQR 제어 기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래프 연결성과 같은 전역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제어기의 초기 조건에 대한 제약도 없다.

표기법: 본 논문에서는 다개체 시스템의 통신 네트워크

를 모델링하기위해 양방향성 그래프(undirected graph) 
 를 사용한다. 여기서   …는 노드

(node)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는 노드들의 순서

쌍을 원소로 가지는 엣지(edge) 집합이다. 여기에서 엣지 

∈는 노드 와 노드 가 서로 주고받는 화살표로 표

시되며, ∈⇔ ∈이다. 그리고   이면, 
∉이다. 이러한 엣지 집합은 가중치 인접 행렬

(weighted adjacency matrix)   ∈×와 연관이 있

는데, ∈이면 가중치는   이고, 그렇

지 않을 경우(  ∉),   이다. 노드 의 

이웃 집합은   ∈  ∈로 정의된다. 노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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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드 까지 길이 을 갖는 경로는 노드들의 순열 

  … 로 정의된다. 여기서   ,   , 그리

고 모든  ⋯에 대해  ∈이며, 경로 내에 

노드 중복은 없다. 만약 양방향성 그래프 에서, 임의의 

두 노드 ∈에 대해 노드 에서 노드 까지 경로가 항

상 존재한다면, 그 양방향 그래프는 연결되었다(connected)
고 말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할 양방향성 그래프 의 라플라시안 

행렬(Laplacian matrix)     ∈×은  로 

가중치 인접 행렬로부터 정의된다. 여기서   diag
이고 ∈은 모든 성분이 1인 열벡터이다. 라플라시안 

행렬의 정의로부터 쉽게 알 수 있듯이, 각 행의 원소 합은 

0이다. 따라서 은 항상 0을 고유치로 가지며, 은 그에 

대응되는 고유벡터이다. 또한 양방향 그래프의 정의에 따라 

은 대칭 행렬(symmetric matrix)이고, 거쉬고린 디스크 정

리(Gershgorin disk theorem)로부터 의 0이 아닌 다른 모든 

고유치들은 양수이다. 즉, 은 대칭 양의 준정부호 행렬

(symmetric positive semidefinite,   ≥)이다. 위의 사

실에 기인해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치들을 편의상 

   ≤  ≤⋯≤로 정렬한다. 양방향성 

그래프가 연결된 경우, 라플라시안 행렬 의 고유치 0에 

대한 대수적 중첩도(algebraic multiplicity)는 1이다[14,20]. 
즉,   이며, 는 그래프 연결성이라 불린다.

II. 본론

1. 문제 정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동일한 선형 시불변 동역학으로 

표현되는 개의 시스템들을 고려하자.

 ∈ ∈  (1)

여기서 ∈   … 는 다개체 시스템에서 개별 개

체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이다. 그리고 행렬 쌍 는 

안정화 가능(stabilizable)하다고 가정한다. 
다개체 시스템 (1)에 대하여 개체간의 정보 교환을 나타

내는 네트워크 통신의 토폴로지가 양방향성 그래프

 로 모델링된다고 가정하자. 즉, 개의 동일한 

개체 중, 번째 개체와 번째 개체가 상태변수를  

의 가중치로 서로 통신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개체 시스템 (1)이 다음 조건

lim
→∞
∥  ∥ ∀∈

을 만족할 때 상태변수가 일치 되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

는 번째 개체가 이웃한 개체들과의 상태변수 오차의 가중

치 합  
∈
 만을 이용하여 각 개체의 상태

변수를 일치시키는 분산형 상태변수 궤환 제어기 알고리듬

   
∈
 

∈


 
 

를 설계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변수 일

치를 일으키는 기존 제어기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의 LQR 
형태 제어기는 그래프 연결성을 이용하는 상태변수 궤환 

제어기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리 1 [19]: 양방향성 그래프 가 연결되었다고 가정

하자. 그렇다면 ≥max 을 만족하는 모든 연

결 이득(coupling gain)   에 대하여 다음 상태변수 궤환 

제어기 

  
  (2)

는 다개체 시스템 (1)의 상태변수를 일치시킨다. 여기에서 

은 양방향성 그래프 로부터 유도되는 라플라시안 행렬

이고, 행렬   는 
의 

유일한 해이다. ■

정리 1로부터, 제어기 (2)의 연결 이득 가 

max  이상일 때 상태변수 일치가 일어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개체가 전체 네트

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정보 또는 를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간하여 다음 절에서 그래프 

연결성 을 사용하지 않는 적응 제어 기법 기반의 분

산형 제어기를 제시한다. II 절에서 제시될 제어기는 제어

기 (2)가 동일한 연결 이득 하한 마진 max 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영감을 얻어 고안되었다.
2. 분산형 상태변수 일치 제어기 설계

정리 2: 양방향성 그래프 가 연결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 분산형 상태변수 궤환 적응 제어기


 ∈

 

는 다개체 시스템 (1)의 상태변수를 일치시킨다. 더욱이, 
∈에 대하여 분산형 연결 이득 는 유계이다. 여기

서 갱신 이득(update gain) 는 임의의 양수로 설계가 가능

하고,   ,    이며, 는 


의 유일한 해이다. ■

증명: 상태변수 들과 그들의 평균   
 
 



과의 

오차 벡터   를 정의하자. 이 정의에 의해, 의 

동역학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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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차 벡터들의 동역학으로부터,     ⋯  ∈
 의 동역학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  (3)

여기에서   diagc … cN이며, ⊗는 크로네커 곱

(Kronecker product)를 의미한다. 오차 벡터의 정의로부터 

lim
→∞
 이면 다개체 시스템 (1)의 일치 문제가 풀린

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시스템 (3)과 연결 이득 의 동역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리아프노프 함수를 고려하자.

  ⊗
  








  (4)

식 (4)에서   ∈이며, 상수   는 추후에 정할 

것이다. 이 리아프노프 함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구하면,

 ⊗

⊗

  




 

와 같다. 여기서 의 마지막 항은 
로부터 아래

와 같이 전개 가능하다.


  




 

  







  




 






 
 




 ⊗ 

따라서 크로네커 곱의 성질 ⊗
  

⊗
  , 

⊗⊗  ⊗들과  이란 사

실을 이용하여, 리아프노프 함수 (4)의 시간 미분을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다.

 
 ⊗ ⊗ 

 ⊗ 
 ⊗  ⊗ 

(5)

시스템 (3)과 의 동역학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의 안

정성을 판별하기 위해, 새로운 좌표      ⋯   

⊗ , ∈를 고려하자. 여기서 정규 직교 행렬

(orthonormal matrix) 는 대칭 행렬 에 대해   

를 만족하며, 는 대각행렬이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와 

를 다음과 같은 형태라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행렬 ∈× 은 대각 성분이  , 

  …인 대각 행렬이다. 주어진 양방향 그래프의 연결

성으로부터   ,   …이란 사실에 유의하라. 

또한 이 좌표에서는   





⊗  , 

≥ 가 항상 성립한다.
이제 이 새로운 좌표 를 이용하여, 리아프노프 함수 

  또는 가    을 기준점으로 하

는 양의 정부호 함수라는 것을 보이자. 먼저 식 (4)로부터 

   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 양의 정부호 함수라는 것만 보이면 

된다. 이는 다음 부등식으로부터 알 수 있다.

 
⊗

  



 


≥ 
⊗  ∀≠

(6)

따라서 가    을 기준점으로 하는 양의 

정부호 함수이다. 더욱이, 식 (4)와 (6)으로부터 모든  

에 대하여   ∈   ≤ 는 옹골 집

합(compact set)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좌표에서의 을 구해 전체 시스템의 안정

성을 판별한다. 이를 위해 상수 와 새로운 개의 

상수  ,   …들을   와 

  로 각각 정의한다. 이들 정의와  ≥

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식 (5)를 -좌표에서 표현

하면

 ⊗ ⊗ 


  




 




  




 

≤
  



 


와 같다. 즉, ≤ 이다. 또한 집합     은 

다음과 같다.

  ∈    
이는 ≡과 

이 대칭 양의 정부

호 행렬이라는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행렬 


의 모든 고유치들이 1보다 같거나 크

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따라서 라살레 불변 법칙(LaSalle's 
invariance principle)에 의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는 집합 로 수렴한다. 이 사실과 좌표 변환 

  ⊗에 의해 는 0으로 수렴한다. 즉, 모든 

∈에 대하여

lim
→∞
∥∥

이 성립한다. 더욱이 가 양의 정부호 함수이고 가 음의 

준정부호 함수라는 사실로부터, 연결 이득 가 유계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목 1: 본 논문의 결과와 [12,13]은 상태변수 일치를 이

루기 위해 그래프 연결성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분산형 

제어기를 제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논문 [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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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의실험 결과. 시간에 따른 각 개체의 상태변수 과 

의 궤적을 도시화하였다.

Fig. 1. Simulation result. The trajectories of the state  and  

are plotted.

그림 2. 모의실험 결과. 시간에 따른 각 개체의 연결 이득 의 

궤적을 도시화하였다.
Fig. 2. Simulation result. The trajectories of the distributed 

coupling gain  are plotted. 

는 각 제어기의 초기조건에 제약이 있는 차 상태변수 

궤환 제어기를 제시하였고, 논문 [13]에서는 차 출력 

및 추정 출력 궤환 제어기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는 

이웃 집합 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본 논

문에서 제시된 제어기는 제어기 초기조건에 제약이 없는 1
차 상태변수 궤환 제어기이다. ■

 
III. 예제

다음과 같은 4개의 2차 선형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다개체 

시스템




 








 


 

 




 








 



 ∈     (7)

을 고려해보자. 이 다개체 시스템의 양방향 시불변 네트워

크 토폴로지로부터 유도되는 라플라시안 행렬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하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리 2에 따라 상태변수 궤환 적응 

일치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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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를 설계하였다. 여기서 행렬 


 


 

 
이고 

   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제어기 (8)을 이용하여 다개체 시스

템 (7)을 제어한 모의실험 결과이다. 여기에서 모든 개체의 

상태변수의 초기값은  에 속하는 임의의 값으로 

두었다. 그리고 모든 개체의 제어기에 대하여 갱신 이득 

 이고 연결 이득 의 초기값은 에 속하는 임의

의 값으로 두었다. 그림 1로부터 제안된 제어기에 의해 다

개체 시스템의 상태변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를 통해 각 개체의 분산 연결 이득 

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산하지 않고 유한한 값으로 수

렴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정화 가능한 선형 다개체 시스템의 상

태변수 일치 문제를 개별 개체 관점에서 자신과 이웃한 개

체와의 상태변수 커플링 정보만을 이용하여 풀었다. 개체들 

간의 네트워크 통신 토폴로지가 양방향성 그래프로 묘사되

는 다개체 시스템이 고려 대상이다. 상태변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기존의 방법들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전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래프 연결성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그래프 연결성과 같은 전역 정보를 배제한 상태변수 일치 

알고리듬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일치 제어기의 연결 이

득의 하한이 그래프의 연결성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근간한

다. 또한, 본 결과는 특정 전역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변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다개체 시스템과 같이 

전역 정보를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태변수 일치 문제를 

풀기 위한 시발점으로도 그 기여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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