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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group average-consensus and group formation-consensus problems for first-order multi-agent 
systems. The control protocol for group consensus is designed by considering the positive adjacency elements. Since each 
intra-group Laplacian matrix cannot be satisfied with the in-degree balance because of the positive adjacency elements between 
groups, we decompose the Laplacian matrix into an intra-group Laplacian matrix and an inter-group Laplacian matrix. Moreover, 
average matrices are used in the control protocol to analyze the stability of multi-agent systems with a fixed and undirected 
communication topology. Using the graph theory and the Lyapunov functional, stability analysis is performed for group 
average-consensus and group formation-consensus, respectively. Finally, some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 protocol for group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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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개체 시스템의 협동제어(cooperative control)는 군집제

어[1-3], 편대비형[4,5], 자세 동기화[6] 등의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 문제

(consensus problem)는 최근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란 모든 개체들이 설계된 제어기를 통해 하나의

값이나 위치로 수렴함을 의미한다. 각 개체의 제어기는 자

기 자신의 정보와 이웃하는 개체의 상태 정보, 개체간의 가

중치 인접 성분(adjacency element)만으로 구성되며 개체간

의 가중치 인접 성분은 네트워크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 문제는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중 1차
연속/이산시간 모델에 대한 상태일치는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7]는 이웃하는 개체의 상태정보를 오

직 이산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1차 연속시간 시스템에서의

상태일치 문제를 다루었고, 양방향 그래프(undirected graph)
에서 연속시간 시스템의 평균 상태일치를 위한 필요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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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8]. [9]은 이웃하는 개체들

의 정보만 이용하여 속도가 일정한 1차 이산시간 모델을

다루었다. 불확실성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다개체 시

스템에 대한 상태일치 문제도 연구되었다. 단방향 그래프

(directed graph)에서 이웃하는 개체의 정보가 불확실한 1차
이산시간 모델의 상태일치 문제를 다루었다[10].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 연구는

또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시간지연을 갖는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를 위한 충분조건을 선형 행렬

부등식(LMI: Linear Matrix Inequality)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11], 개체간 정보 전송이 실패할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어 방법이 제안되었다[12]. [13]는 정책반복법, 
강화학습,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각 개체가 최적해로 수렴하

도록 하였으며, 고정된 토폴리지에서 선형 시불변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4].
기존의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는 대부분 모든 개체들

이 하나의 위치나 값으로 수렴하도록 연구되었다. 하지만

다개체 시스템은 상황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군집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태일치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클러스터 일치(cluster synchronization) [15-17] 혹은

그룹 상태일치(group consensus)라고 부른다. 조화 진동자

(harmonic oscillator)에 대한 클러스터 일치를 위해 분산 적

응 제어기가 제안되었으며[15], [18]은 단방향 그래프에 대

한 그룹 상태일치 제어방법을 제시하였다. 각 개체들은 같

은 그룹 내의 이웃하는 개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의 이

웃하는 개체들과도 정보를 교환한다. 따라서 각각의 제어기

들은 개체들이 그룹 내 다른 개체들과 일치하도록 설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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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기존의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를 위한 제어

기는 그룹 상태일치를 위한 제어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개체들이 그룹내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룹 평

균 상태일치(group average-consensus)라고 불린다. 그룹 상태

일치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양 인접 성분(positive adjacency 
element)만 갖는 그래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19]과 달

리 양 인접 성분은 그룹 내 개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에 있는 개체와의 연결에서도 이용된다. 따라서 [19]에서

가정한 라플라시안 행렬(Laplacian matrix)의 입력차수 균형

(in-degree balance) 조건은 필요치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개체 시스템의 그룹 상태일치를

다룬다. 개체간 연결은 그룹 내 개체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의 개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상태일치를 위한

제어기는 이웃하는 개체들의 정보를 반영한다. 다른 그룹

개체와의 연결강도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다개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라플라시안 행렬을 그룹 내 개체

간의 라플라시안 행렬과 그룹간 개체간의 라플라시안 행렬

로 나눈다. 그래프 이론과 리아프노브(Lyapunov) 함수를 이

용하여 다개체 시스템의 그룹 평균 상태일치와 그룹 군집

상태일치에 대한 안정성을 유도한다. 최종적으로 모의실험

들을 통해 제안한 방법에 대한 우수성을 보이고자 한다.

II. 문제 설정

1. 그래프 이론

본 논문에서 개체간 통신 네트워크는 양방향 그래프

G(A) = (V, E, A)로 표기한다. 개의 개체를 그래프로 표

현하는 경우 V=⋯는 노드(node)들의 집합, E⊆

V×V는 노드를 연결하는 양방향 간선(edge)들의 집합, 그리

고 A 는 가중치 인접행렬(weighted adjacency matrix)을

의미한다. 만약 ∈E이면 연결성분은   이

고, 그렇지 않으면   이다. 노드 와 이웃하는

개체들은 N ∈V∈E 로 표현한다. 즉, 와

인접한 모든 노드들의 집합이다. 만약  으로 가정시

모든 ∈V에 대하여 
 



 
 



를 만족하면 그래프는

균형을 이룬다. 노드간의 간선들의 가중치를 표현하는 라플

라시안 행렬   ∈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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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라플라시안 행렬 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행(row)의 원

소들의 합이 0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 고유값(eigenvalue) 

0에 해당하는 고유벡터(eigenvector)는    ⋯ 이다. 

고유값 중 두 번째로 작은 고유값을 대수적 연결도

(algebraic connectivity)라 하며, 로 표현한다. 

2. 다개체 시스템의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1차 다개체 시스템을 고려

한다.

   ∀∈I. (2)

여기서 ∈와  ∈는 각각 번째 개체의 위치 상

태변수와 제어입력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그래프 G에 포함

되어 있는 두 개의 부분 그래프(subgraph) G1과 G2를 고려

할 때 개로 이루어진 개체들이 G1과 G2에 각각

  ⋯
와   ⋯

으로 구성된다

고 가정하자. 이때, 개체들의 번호를 나타내는 집합은 각각

I1⋯와 I2⋯으로 표시하며, 두
개의 그룹 G1과 G2에 속한 노드들은 각각 V1 ⋯

와 V2 ⋯로 표현된다. 따라서 네트워

크 그래프 G는 I=I1∪I2, V=V1∪V2을 만족한다. 또한

N1 ∈V1∈E , N2 ∈V2∈E 이

고 NN1∪N2이다.
1차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를 위한 제어입력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여기서 는 제어입력의 이득값이고, ⋯는 번째

노드와 이웃하는 노드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다

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를 위한 제어입력은 모든 개체들이

하나의 위치나 값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모든 개체들이 점진적으로 두 곳의 위치에서

상태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룹 상태일치의 제어입력을 설계

하고자 한다. 따라서 하나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일치

는 그룹 상태일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1: 만약 개체들이 다음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제어입

력 (3)은 그룹 상태일치를 점진적으로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 lim
→∞

∥  ∥ ∀∈I1

(2) lim
→∞

∥  ∥ ∀∈I2

정의 2: 번째 개체의 초기값을 라고 하자. 만약

개체들이 다음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제어입력 (3)은 그룹

평균 상태일치를 점진적으로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 lim
→∞

   


 



   ∀∈I1

(2) lim
→∞

   

 




   ∀∈I2

이웃하는 개체들이 같은 그룹뿐 아니라 다른 그룹에도

존재한다고 하면 제어입력은 이웃하는 모든 개체들의 정보

를 이용한다. 따라서 1차 다개체 시스템의 그룹 평균 상태

일치를 위한 제어입력은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

 
∈



 
∈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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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2  (4)

여기서 ≥ ∀∈I이다. 

참조 1: 연결성분 는 같은 그룹 내 개체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에 있는 개체와의 연결도 나타낸다. [19]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  I1,  I2를 만족한다. 따라서

[19]에서 가정한 라플라시안 행렬의 입력차수 균형이라는

조건이 없더라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제어입력은 그룹 평

균 상태일치를 만족시킨다.

III. 본론

본 장에서는 1차 다개체 시스템의 그룹 평균 상태일치를

위한 안정성 분석을 한다. 제어입력 (4)에 의해 개체 중 

개의 개체들은 G1의 평균에서 상태일치가 이루어지고, 나
머지 개의 개체들은 G2의 평균에서 상태일치가 이루어진

다. 또한 개체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그

룹 대형 상태일치를 위한 제어입력도 설계한다.
1. 다개체 시스템의 그룹 평균 상태일치

1차 다개체 시스템 (2)와 제어입력 (4)를 결합하면 시스

템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

   
∈

  

 
∈

 


 


 




                                           ∀∈I1
  

∈
 

∈
  

 
∈

 


 


 




∀∈I2  (5)

시스템 (5)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6)

여기서   


 



과  

 




는 각각 그

룹 G1, G2의 상태변수들의 초기 평균값을 나타낸다. 라플라

시안 행렬 은 식 (1)에 정의되어 있으며, 는 개체들이

각 그룹의 평균으로 수렴하도록 한다. 라플라시안 행렬은

두 개의 부분 라플라시안 행렬로 나눠진다. 하나는 그룹 내

개체간 연결성분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행렬이며, 다른 라

플라시안 행렬은 그룹간 개체의 연결성분으로 이루어져 있

다. 분리된 라플라시안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7)

 

















 



 








 

여기서 는 동일한 그룹 내에 있는 개체와의 연결성분으

로 구성된 라플라시안 행렬이고, 는 다른 그룹에 있는

개체와의 연결성분으로 구성된 라플라시안 행렬이다. 는

또한 두 개의 행렬로 구성된다. 은 그룹 G1의 개체들만

의 연결성분으로 구성된 행렬, 은 그룹 G2의 개체들만

의 연결성분으로 구성된 행렬이다. 와 는 모두 행의

원소들의 합이 0이므로, 의 고유값은 음수이거나 0이다. 
참조 2: 일반적으로 그래프 G(A)에 대한 라플라시안 행

렬 은 0을 고유값으로 가지므로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

치는   ⋯의 형태가 되며,   
 
 



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그룹 G1, G2에서 상태일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라플라시안 행렬 은 최소한 두 개의 고유

값 0을 가져야 한다. 
보조정리 1: 임의의 벡터 ∈  ∈, 그리고 행렬

에 대하여 다음의 부등식은 성립한다.

≤ lim
→∞



 







 


 

    


 





여기서 행렬  그리고 는 다음을 만족한다.




 


 

  
≥ 

정리 1: 두 그룹 G1과 G2가 연결되어 있고 각 그룹은 스

패닝 트리(spanning tree)를 만족한다고 하자. 만약 다음 부

등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부호 행렬   그리고

   가 존재한다면 1차 다개체 시스템은 제어입력

(4)에 의해 그룹 평균 상태일치를 만족시킨다. 




 


 

⋆ 
 (8)

여기서

  


  


  


(9)

이며, 는 그룹 G1의 대수적 연결도, 는 그

룹 G2의 대수적 연결도를 의미한다. 
증명: 1차 다개체 시스템에 대한 그룹 평균 상태일치를

보이기 위해 오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10)

여기서 는 번째 개체와 그룹의 평균과의 오차이다. 평균

상태일치의 목적은 오차 벡터 를 점진적으로 0으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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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다. 리아브노브 함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하자.

  


 (11)

여기서   ⋯ 
와   ⋯ 

은 각각

그룹 G1과 G2의 오차벡터들을 나타낸다. 오차 방정식 (10)
을 이용하여, 함수 의 미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2) 
보조정리 1을 이용하면 식 (12)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13)

여기서     이며, 행렬 는 다음과 같다.





 


 

⋆ 


  
  

  
 

  (14)

따라서 부등식 (8)이 만족된다면 1차 다개체 시스템은 그룹

평균 상태일치가 이루어진다. ■

다음 절에서는 개체들이 각 그룹의 평균으로 상태일치되

는 것이 아니라 그룹간 원하는 거리를 유지한 채 상태일치

가 이루어지는 그룹 대형 상태일치를 위한 제어입력 설계

및 안정성 증명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2. 다개체 시스템의 그룹 대형 상태일치

1차 다개체 시스템 (2)에 대하여 그룹 대형 상태일치를

위한 제어입력은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

   
∈

   


∈

   
∈

  

(15)
여기서 는 두 그룹 G1, G2간 원하는 거리를 나타낸다. 각
제어입력들은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개체들의 정보뿐만 아

니라 다른 그룹에 있는 이웃하는 개체의 정보들을 이용하

며 모든 연결성분들은 음이 아닌 값을 갖는다.
주어진 제어입력 (15)을 이용하여 1차 다개체 시스템 (2)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16)

그룹 대형 상태일치를 위한 오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17)

여기서 는 각 그룹의 평균값과 번째 개체와의 오차

를 의미하며, 는 두 그룹간의 거리 오차를 의미한다. 

그룹 대형 상태일치의 목적은 오차벡터  와 를 0
으로 수렴하게 하는 것이다. 
정리 2: 두 그룹 G1과 G2가 연결되어 있고 각 그룹은 스

패닝 트리(spanning tree)를 만족한다고 하자. 만약 다음 부

등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부호 행렬   그리고

   가 존재한다면 1차 다개체 시스템은 제어입력

(15)에 의해 그룹 대형 상태일치를 만족시킨다. 











  
⋆  
⋆ ⋆ 

 (18)

여기서

   

  
  

   








   








  





 







  








 







  





 








 







 

  





















(19)

증명: 다음과 같은 리아브노프 함수를 고려하자.

  

  
 

  
 

  


(20)

보조정리 1과 오차 방정식 (17)을 이용하여, 함수 의

미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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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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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방향네트워크토폴로지.
Fig. 1. Undirected network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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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룹평균상태일치에대한상태궤적.
Fig. 2. State trajectories for group average-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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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룹대형상태일치에대한상태궤적.
Fig. 3. State trajectories for group formation-consensus.

 
 

 
  

  


(22)

이다. 따라서 부등식 (18)이 만족된다면 제어 입력 (15)에
의해 1차 다개체 시스템의 그룹 대형 상태일치에 대한 안

정성이 보장된다. ■

IV. 모의 실험

본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모의

실험을 하였다. 먼저 그룹 상태일치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

해 그림 1과 같이 8개의 개체를 갖는 고정된 네트워크를

고려한다. 그림 1에서 실선은 같은 그룹에 있는 개체들간의

연결을 나타내며, 점선은 다른 그룹에 있는 개체와의 연결

을 나타낸다. 개체 1~4는 그룹 G1에 속하며 개체 5~8은 그

룹 G2에 속한다 하자. 만약 ∈E이면 개체간 연결강도

는 1이고 그렇지 않다면 연결강도는 0이다. 개체들의 초기

값은     로 설정하였다. 다개체 시스

템 (2)와 제어입력 (4)에 의한 그룹 평균 상태일치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G1에 속한 개체들은 그룹의 초기

평균값인 2에서 상태일치가 이루어지며, G2에 속한 개체들

은 그룹의 초기 평균값인 6에서 상태일치가 이루어진다. 모
의실험과 같이 제어입력 (4)에 의해 1차 다개체 시스템은

그룹 평균 상태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룹 대형 상태일치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다개체 시스템의 조건들은 그룹 평균 상태일치 모의실험의

조건들과 동일하게 하였다. 두 그룹 G1과 G2가 제어입력

(15)에 의해 원하는 거리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100초 동안은 그룹 평균상태일치를 보인 후, 이후 100초 동

안은 그룹간 거리가  을 유지한 채 그룹 대형 상태일

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다개체

시스템은 그룹 평균 상태일치를 보인 후  가 되는 움

직임을 보였다. 위의 모의실험을 통해 제어 입력 (18)이 그

룹 대형 상태일치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그래프에서 1차 다개체 시스템의

그룹 평균 상태일치와 그룹 대형 상태일치에 대한 문제를

각각 다루었다. 그룹 평균 상태일치와 그룹 대형 상태일치

를 위한 제어입력을 설계하였으며,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

치에 대한 안정도 분석도 하였다. 특히 개체간 연결성분이

≥ 조건에서도 제어입력의 설계를 통해 그룹 상태일

치를 이끌어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보

이기 위해 그룹 평균 상태일치와 그룹 대형 상태일치에 대

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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