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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포함한 다 개체 시스템의 상태 일치를 위한

이산 시간 출력 궤환 협조 제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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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consensus algorithm for uMAS (uncertain Multi-Agent Systems). Unlike previous results in 
which only nominal models for agents are considered, it is assumed that the uncertain agent model belongs to a known 
polytope set. In the middle of deriving the proposed algorithm, a convex set is found which includes all uncertainties in the 
problem using convexity of the polytope set. This se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signing the consensus algorithm for uMAS. 
Based on the set, a consensus condition for uMAS is proposed and the corresponding consensus design problem is solved using 
LMI (Linear Matrix Inequality).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consensus algorithm successfully leads to consensus 
of the state of u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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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T 및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로 소형 시스템의 대량화 현상이 있다. 이는 과학과

공학 여러 분야에 걸쳐 개별 시스템은 소형화되고 이런 개

별 시스템 여럿을 이용해 대량화된 또 다른 거대시스템을

구성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각 개체(agent)가 서로 통신, 협력하여 다 개체 군집

시스템(MAS: Multi-Agent System)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

록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1,17,18]. 
그 중에서 특히 MAS를 이루는 여러 개체의 상태 변수

가 개체 간 국부 통신(local communication)을 통해 한 가지

상태 값으로 수렴하는 상태 일치(state consensus) 문제가 주

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MAS 운용을 위한 여러 형태의 제

어 문제가 상태 일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

면, 이동 로봇 다수가 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거나

(rendezvous problem) 여러 비행체가 대형을 이루어 날아가

도록 하는 문제(formation control)는 모두 상태 일치 문제의

특별한 형태이다. 이러한 상태 일치를 위해서는 개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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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변수 값이 초기치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후에 같은 값

을 가지도록 개체들 사이에 미리 약속된 통신 알고리즘 또

는 상태 일치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

개체 시스템의 상태 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 이웃하는 개체

간에 상태 변수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여러 연

구가 수행되었다[2-6]. 하지만, 연구 대부분이 MAS를 이루

는 개체의 동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다[2-6]. 
그러나 실제 에이전트의 동특성은 모델 불확실성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상태 일치 알고리

즘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MAS
를(이후에 uMAS라 칭함) 위한 상태 일치 알고리즘 설계

문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개별 개체의 동특

성이 불확실하지만 모두 동일한 경우와 불확실하고 모두

다른 경우가 그것들이다. uMAS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모

델이 전부 다른 경우에는 고정된(static) 이득을 가진 상태

일치 알고리즘으로는 상태 일치를 달성할 수 없다. 이는 내

부 모델 정리(internal model principle)에 의해서 이종 MAS
에 대해서 상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개체의 모델이

다르더라도 각 개체가 공통된 내부 모델을 포함해야 한다

는 원리 때문이다[13,14]. 따라서 uMAS를 이루는 개체가

전부 다르다면, 내부 모델의 부재로 인해 기존의 상태 궤환

일치 알고리즘으로는 상태 일치를 이룰 수 없으므로 동적

(dynamic) 일치 알고리즘을 제안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상

태 일치 정의를 새롭게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uMAS에 대해서 개체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상

태 일치를 이루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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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연결 상태 예. (a) 신장트리를 포함하는 경우, (b) 신
장트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Fig. 1. Example of network.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uMAS의 상태 일치 조건을

유도한다. 유도된 uMAS를 위한 상태 일치 조건에는 두 가

지 형태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하나는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치들이 불확실성의 형태로 상태 일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개체가 가진 모델 불확실성이다. 이
러한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하여 우선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치들이 존재하는 영역을 근사하는 볼록 집합을 구하고

그 볼록 집합과 모델 불확실성이 곱해져서 형성하는 또 다

른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볼록 다각형을 구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uMAS의 상태 일치에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하나

의 볼록 다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인다. 최종적으로

하나의 볼록 다각형으로 나타낸 불확실성이 있는 uMAS의
상태 일치를 이루는 제어 이득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선형

행렬 부등식 조건을 유도한다. 모의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상태 일치 알고리즘이 uMAS의 상태일치를 성공적으로 달

성함을 보인다.

II. 본론

1. MAS의 상태일치 문제 정의

이산 시간에서 협조 제어 대상이 되는 다개체 시스템

(MAS: Multi-Agent System)은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  ∈ (1)

여기서 
와 는 각각 와 을 나타내고 전

체 MAS는 동일한 선형 시스템 모델로 표현 가능한 개의

개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개체의 시스템

행렬는 제어가능(controllable)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정의된 MAS에 대해서 상태 일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정의 1: MAS (1)에 대해서 아래 조건이 만족하면 상태

일치(state consensus)를 이루었다고 한다. 

lim
→∞
   ∀∈ (2)

이 논문에서는 상태 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태 일치 알고리즘 를 고려한다[3,6,10].

 
 



  (3)

여기서 제어 이득 는 모든 에 같은 값이 사용된다. 상

수 는 각 개체 사이의 연결 여부를 나타낸다. 즉 번째

개체와 번째 개체가 연결이 있으면  이고 연결이

없으면  이다. 결국, 협조 제어 문제란 상태일치 조건

(2)가 만족하도록 제어 이득 를 설계하는 문제이다. 
이제 각 개체 사이의 연결 상태()를 고려하여 전체

MAS의 동역학을 벡터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5]. 

  ⊗⊗.  (4)

행렬  은 크기가  인 항등 행렬이고,   
 



 
  이다. 연산자 ⊗는 크로네커 곱(Kronecker product)

을 의미하며,  은 주어진 다개체 시스템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로 구성된 라플라시안 행렬(Laplacian matrix)이

며,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ℝ×

 










 i f ≠





 i f    . (5)

라플라시안 행렬은 MAS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연결 상

태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그림 1에
나타낸 개체들을 고려해보자.

그림 1(a)와 (b)는 모두 4개의 개체를 가진 MAS이다. 이
때 화살표는 개체간 정보 전달 방향을 뜻한다. 예를 들어

그림 1(a)의 1번 개체는 2번 개체와 3번 개체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으므로, 1(a)의 라플라시안 행렬()의 1행은 2열과 3

열의 값이 –1이 된다. 또한, 1번 개체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개체가 2개이므로, 1행 1열의 값은 2가 된다. 2번 개체의

경우, 1번 개체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으므로, 2행의 1열의

값이 –1이 되며, 정보를 전달해주는 개체가 1번 개체뿐이므

로, 2행 2열의 값은 1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3번 개체에

대해 3행을, 4번 개체에 대해 4행을 정리하면, 수식 (6)의
과 같다. 1(b)번 그림에 대한 라플라시안 행렬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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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신장 트리란 원래 연결 상태 그래프의 부분 그래

프이면서 어떤 한 개체에서 나머지 모든 개체에 정보가 도

달 가능(reachable)한 트리를 말한다. 라플라시안 행렬의 이

러한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식이 만족한다.

 .

여기서  은 모든 요소가 1이고 크기가  인 벡터이다. 

이 수식은 라플라시안이 0인 고윳값을 반드시 하나는 가지

며 0이 아닌 나머지 고윳값들은 게쉬고린의 정리(Gershgorian 
theorem)에 의하여 모두 열린 우반 평면에 존재하게 된다

[11]. 
2. 이산 시간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

이 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앞서 설명

한 협조 제어 이득 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반드시 필요한 가정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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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속한볼록다각형.

Fig. 2. Example of polytope cotaining  .

가정 1: MAS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신장

트리(Spanning tree)를 포함한다.
그래프 이론 관점에서 협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에 정보 전달이 가능한 개체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야 하므로 상태 일치 문제에서 가정 1은 필수 불가결한 것

이다. 다음으로, MAS의 협조 제어를 통해 상태 일치에 도

달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한다.
보조 정리 1 [5,12]: 가정 1을 만족하는 MAS (1)에 대

해서

∣∣   ⋯ (7)

을 만족하면 조건 (2)를 달성한다. 여기서 은 행렬 

의 번째 고윳값을 나타내며   이기 때문에   

부터 고려한다. 
보조 정리 1의 조건에서 만약 이 없다면 이는 일

반적인 이산 시간 선형 시스템의 안정도 정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보조 정리 1은 MAS의 상태 일치 제어 이득 를

구하는 문제가 단일 개체의 강인 안정화(robust stabilization) 
문제와 같다는 의미이다. 즉 이득 를 단일 개체의 DC 
게인(DC gain)에 복소수 형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있

는 하나의 선형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설계하면 전체

MAS가 상태 일치를 이룬다. 이를 만족하는 이득 를 구

하는 문제는 [2]에서 다룬 바와 같이, 선형 행렬 부등식

(LMI)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다음 보조 정리는 그 방법

을 소개한다.
보조 정리 2 [4]: MAS (1)과 수식 (4)의 형태를 갖는 협

조 제어 알고리즘을 고려한다.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윳값을

     (   )이라 할 때     에 대

하여 다음 선형 행렬 부등식을 만족하는 대칭 양행렬

∈ ×와 행렬 ∈×가 존재하면






   
   

   
   





  (8)

이득 는∣∣  (   ) 
을 만족하게 하여 MAS (1)은 상태일치를 이룬다. 

여기서 *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 위치에 있는 행렬의

전치 행렬을 의미한다. 보조 정리 2의 조건 (8)을 만족하도

록 이득  를 결정하면 일치 조건 (7)을 만족하게 되어 상

태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없

는 MAS의 상태 일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개체 동특성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상태 일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 uMAS에 대한 상태일치 문제 정의와 일치 조건

이 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인 불확실성을 포함한

상태일치 문제를 소개한다. uMAS은 아래와 같은 선형 시

불변 시스템들로 이루어져 있다.


 

 ∈  ∈  ⋯ (9)

여기서  은 uMAS를 이루는 개체 수이며 두 행렬 와 

는 모르지만 아래 식 (10)과 같은 볼록 다각형  안에 속

하는 미지의 상수 행렬이다. 

  
 





  ≥ 

 



  . (10)

즉, 두 행렬 와 는 불확실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는


들의 볼록 조합(convex combin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MAS에 대해서 보조 정리 1에서 제안한

조건과 유사한 조건을 유도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상태 일

치 알고리즘의 이득 를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은

uMAS에 대한 상태 일치 조건도 MAS에 대한 그것과 동일

하게 나타냄을 보인다.
보조 정리 3: 다음 부등식이 만족하면 uMAS에 대한 상

태 일치가 달성된다.

∣∣    ⋯. (11)

이 보조 정리의 증명은 MAS의 상태 일치 조건 증명과

동일하기에 생략한다. 이후에는 이러한 uMAS의 상태 일치

조건을 이용해 제어 이득 를 구할 수 있음을 보인다. 조
건 (11)을 고려하면 기존의 결과와 비슷하여 uMAS에 대한

상태 일치 문제가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는 사실이 아니다. 조건 (11)을 통해 나타나는 uMAS의 상

태 일치 조건에는 두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개
별 개체가 자신과 연결이 있는 이웃 개체의 정보(local 
information)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별 개체는 uMAS 전체

의 연결 상태를 표현하는 라플라시안 행렬을 알 수 없으므

로 값들을 알지 못한다. 또한 조건 (11)을 고려한다

면 미지의  와  이 곱해져서 새로운 불확정한 항을

만들기 때문에 이 또한 제어 이득 설계를 어렵게 만든 요

소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uMAS에 대한 상태 일치 알고

리즘 설계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며 불확실성이 없는

MAS 연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난관이 존재하고

이것을 적절히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다음 절

에서는 조건 (11)에 존재하는 두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uMAS의 상태 일치

를 위한 제어 이득  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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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관적이여 보이는 정리 1의 증명이 소개된 문헌을 찾지 못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음.

그림 3. 의범위.

Fig. 3. Range of Laplacian matrix’s eigenvalue.

4. 불확실성을 포함한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

우선, 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하여, 이 속

하는 볼록 집합을 구한다. 
보조 정리 4:   (  ⋯ )은 ± ±   

안에 속한다. 여기서 는 꼭지점  들로 이루어진

볼록 다각형을 의미하고  이다.
증명: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게쉬고린의 정리

(Gershgorian theorem)를 이용하면  의 모든 고윳값은 그림

3과 같은 복소 평면 위의 원(max ) 안에 속한다. 이때 복

소 평면 위의 점    를 꼭짓점

으로 하는 볼록 집합  는 max를 포함하므로,  의 고윳

값은  안에 포함된다. □
이후 논의를 위해     ,   

   라고 표기한다. 여기서 과   그리고 과

는 각각 켤레복소수 관계임을 주목하자.

이제 또 다른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복소수  과


가 곱해져서 생기는 항  
 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윳값  이 볼록 집합  안에 포

함되고 모델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식 (10)에 의해 시스템

행렬의 ( )도 볼록 다각형 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주

목한다. 따라서 두 볼록 다각형  와 에 포함된 원소들

을 곱해서 얻는 새로운 집합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조

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어진 볼록 다각형에 속한 임의

의 원소와 그 집합의 꼭짓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대푯값

의 정리가 유용하다.
보조 정리 5 (대푯값의 정리): [15] 임의의 볼록 다각형

에 대해, 임의의 ∈ 가

 
  



 
  



  ≤  ≤

로 표현되면, ⋯은  의 꼭짓점이며, 그 역도 성

립한다.
다음 정리는 이 대푯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집합 와 

가 곱해져서 생기는 새로운 집합 또한 꼭짓점 개수가 유한

한 볼록 집합이 됨을 보인다.
정리 1: 꼭짓점의 개수가 유한한 두 볼록 집합 과 

의 원소의 곱이 가능할 때, 그 원소들의 곱이 만드는 집합

 또한, 꼭짓점의 개수가 유한한 볼록 집합이다. 

증명
1)
: 집합  과 가 볼록 집합이므로 임의의 ∈

과 ∈에 대해, 대푯값 정리에 따라 아래 식이 성립한다.

 
  



 
  



  ≤  ≤,

 
  



 
  



  ≤ ≤.

여기서 는 의 번째 꼭짓점이고 는 의 번째 꼭

짓점이다. 또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어떤   가 형성하는 집합이 유한한

꼭짓점의 볼록 조합(convex combination)으로 표현됨을 증명

한다. 즉 그 집합을  이라 하고 그것이 가진 꼭짓점의 개

수가 라면 임의의 ∈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꼭짓점 와 계수 가 존재함을 보인다.

 




,    




 .

이제 를 ×   ( ⋯  ,   ⋯

)라 정의하자. 그리고 를 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각

각 와 이라 하자. 그러면 를 아래와 같이 바꾸

어 쓸 수 있다. 

  
  



 
 



 
  




 






 




 



⋯ 
 












 
 





⋯  
  





  

  






이에 대해   로 정의하고,  

로 정의하면, 위 식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아래 식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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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이 성립하므로 집합  은

  들의 볼록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는 볼록 다각형이다. 또한, 대푯값 정리에 따라, 임의의 

∈ 를  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개수가 유한하므

로, 는 볼록 집합  의 꼭짓점이며  는 볼록 다각형

이다. □
정리 1에 따라, 이 속하는 볼록 집합과  가 속하

는 볼록 집합의 곱 역시 볼록 집합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보조 정리는 조건 (11)을 만족하는 이득

를 구하기 위하여 조건에서 와  를 고려하는 대신에

그것을 둘러싸는 볼록 집합의 모든 꼭짓점을 고려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보조 정리 6 [16]: ∈⋯ 일 때, 시스

템  (  ⋯)가 안정하면    역시 안정

하다.
보조 정리 6에 의해서 다음 조건이 만족하면 uMAS를

위한 일치 조건 (11)이 만족함을 알 수 있다. 

∣
  











∣

   ∣
  



 







∣    ⋯ (12)

여기서 




  
  



  이고 는 보조 정리 4에 정

의되어 있다. 조건 (11)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불확실한

와  에 대신에 그들의 꼭짓점 와
를    대신

에 그것들 둘러싸는 볼록 다각형  의 네 꼭짓점 를 고

려한 것이다. 위 부등식에서 고정된 에 대하여 
가 4

개의 꼭짓점을 생성하므로 부등식 (12)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의 부등식을 조사하면 된다. 

조건 (12)를 만족하는 이득 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 크다면 고려해야 하는 부등식의 숫자 가 커지고 이

는 이득 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부등식 (12)의 가해성

(feasibility)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부등식의 숫자를 줄이

는 시도가 필요하다. 아래 정리 2는 고려해야 하는 꼭짓점

의 개수를 줄이는 데 이용된다. 

정리 2: 제어 가능한 시스템  가

안정하면,  도 안정하다.
증명: 간략한 표기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입력이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증명한다. 이라 하자. 그러면

 가 성립한다. 여기서 시스템이 제어

가능하므로, 좌표 변환을 통해서 아래 시스템으로 변형할

수 있다.

   











    ⋯ 
    ⋯ 
⋮ ⋮ ⋮ ⋮ ⋮ ⋮
   ⋯ 

    









⋮


     ⋯

이에 따라 전체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모양을 가진다.

       

      











  
  
⋮ ⋮ ⋮

  

                











 ⋯ 
 ⋯ 
⋮ ⋮ ⋮

 ⋯ 



따라서 행렬  의 고윳값은 다음과 같은 이 시스

템의 특성 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13)

시스템이 안정하다고 가정하였고 고윳값은 좌표 변환에

대하여 불변이므로 이 방정식의 해 에 대해서 ∣  
(  ⋯ )이 성립한다. 식 (13) 전체의 켤레 복소수는

  가 모두 실수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아래 식 (14)와
같다.

  






⋯  

(14)

이 식은 시스템
    의 특성 방정식이므로

식 (14)의 해 는 행렬  의 고윳값이다. 켤레

복소수의 정의에 따라   
   이 성립하므로, 

    역시 안정한 시스템이다. □
정리 2와 부등식 (12)를 고려하면 과 에 대해서만

부등식 (12)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다음으로, 선형

행렬 부등식을 이용하여 uMAS를 위한 일치 조건 (12)를
만족시키는 제어 이득 를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정리 3: uMAS (7)에 대해 가정 1이 만족한다고 하자. 아

래 식 (15)를 만족하는 대칭 양행렬 ∈ ×와 행렬

∈×가 존재하면 제어 이득 은 불확실성

을 포함하는 uMAS가 상태일치에 도달하도록 한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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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여기서 기호 *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 위치에 있는 행

렬의 전치 행렬을 의미한다.
증명: 보조 정리 6과 조건 (12)에 의해


  



 







의 모든 꼭짓점을 안정화시키는 

를 찾으면, 그 는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uMAS (7)이 상태

일치가 되도록 한다. 이때 
  



 







 의 꼭짓

점은 보조 정리 6과 정리 1에 따라, 아래와 같다.



 

 


 , 



 

 


 , 

⋮



 

 


  

그런데 정리 2에 따라, 임의의 ≤ ≤ 에 대해서, 

가 안정하면, 도 안정하고, 


가 안정하면, 도 안정하다. 결과적으로

아래 식 (16)에 정리된 총 ×개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

는 는 주어진 다개체 시스템이 상태 일치를 이루게 한다.

                 ⋯  (16-1)

                 ⋯  (16-2)

여기서      이고  이다. 마지막

으로 보조 정리 2에 의해, 아래 식 (17)을 만족하는 대칭

양행렬 ∈ ×와 행렬 ∈×가 존재하면 제어 이

득 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uMAS가 상태 일치

에 도달하도록 한다.






   
   


   




  






  (17-1)






   
   
   


  





  (17-2)

    ⋯
□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uMAS (7)이 상태 일치

를 이루도록 하는 제어 이득 를 찾는 문제는  을

포함하는 집합을 볼록 다각형으로 표현하고, 이 집합의 꼭

지점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모두 안정화시키는 문제로 귀결

되었다. 정리 3은 이러한 과정을 선형 행렬 부등식을 이용

하여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I. 모의실험

모의실험은 총 2가지를 진행하였으며, 두 모의실험 모두

총 4대의 개체와 같은 연결을 이용하였으나, 시스템 행렬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모의실험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    




 


 

 
,  



 


 

 
,  



 




,  


 




.

이때, 각 개체의 동특성 는 
 

  사

이의 임의의 값을 선택하였으며, 각 개체 사이의 연결은 그

림 (1)-a와 같다고 하자. 그러면 라플라시안 행렬은 (6)의
과 같고, 이는 신장 트리를 포함한다. 이 논문에서의 주

요 접근법 중 하나는 미지의  
 를 포함하는 볼록 다

각형을 구하여 미지항 대신에 그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 과

정에서 볼록 다각형이 보수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데 이 예

에서 실제 시스템의 
 와 정리 3을 사용하기 위해

만든  
 을 포함하는 볼록 다각형의 관계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이때, 왼쪽 그림은 
 의 1행, 오른쪽 그림은 2행을

나타낸다. 또한, 가로축은 실수, 세로축은 허수를 나타낸다. 

검은 원이 실제 
 의 값이며, 푸른 사각형이 정리 3

을 사용하여 만든  
 의 범위이다. 

이제,  = 0.65로 하고, 부등식 (17)을 이용하여 를 구

하면,   을 얻는다. 이후, 각 개체에 (3)
과 같은 입력을 인가하면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5에 보인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상태일치를 달성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모의실험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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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와그를포함하는집합.

Fig. 4.   and convex set co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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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태일치를이룬개체들.
Fig. 5. State consensus of Agents.

고정된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 시스템의 예를 들기 위하

여, 각 개체의  ,  는 아래와 같이 고정하였다.




 


 

 
,    



 





각 개체의 연결과 라플라시안 행렬은 그림 (1)-a와 (6)의

과 같다. 또한,  와 정리 3을 사용하기 위해 구한

 
 를 포함하는 볼록 다각형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그림 6.  와그를포함하는집합.

Fig. 6.   and convex set contained.

그림 7. 상태일치를이룬개체들.
Fig. 7. State consensus of agents.

이제,  = 0.65로 하고, 부등식 (17)을 이용하여 를 구

하면,   을 얻는다. 이후, 각 개체에

(3)과 같은 입력을 인가하면, 상태 변수들의 값이 진동함에

도 불구하고, 그림 7에 보인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상태일

치를 달성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이 논문에서 불확실성을 포함한 이산시간 다개체 시스템

의 상태 일치 문제를 제어 이득을 선형 행렬 부등식을 이

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선형 행렬 부등식 해의 존

재 가능성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윳

값이 속하는 볼록집합을 더 작게 축소하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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