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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차수 외란 관측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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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reduced-order disturbance observer based coordinated tracking controller for uncertain 
heterogeneous multi-agent systems. To this end, first the control problem is converted as a robust control problem. Then, a 
dynamic coordinated controller is designed based on the recently proposed reduced-order disturbance observer. Simulation results 
are given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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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개체 시스템(MAS: Multi-Agent System)의 상태 또는 출

력 일치를 위한 협조 제어 문제는 최근에 시스템 및 제어

이론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는 다개체 시스템을 위한 협조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론들이 공학 및 자연 과학의 여러 분야에 등

장하는 군집 현상의 동특성 해석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

다[4-6,13-18,20]. 오랫동안 다개체 시스템의 일치를 위한 협

조 제어 문제는 리더 또는 외부에서 결정하는 지령치

(reference)가 없는 연구에 대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실

제 응용을 위해서는 리더(leader agent)가 존재하며 전체 추

종자(follower agent)들이 따라야 할 지령치를 이 리더를 통

해 전해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를 협조 추종이라고 한다[7-9,12] 기존의 연구에서는 리더가

입력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추종자들이 리더에 인가되는

입력을 아는 경우에 국한되었다. 또한 모든 추종자들의 동

특성이 같은 경우(homogeneous multi-agent system)를 주로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리더가 아닌 추종자(follower agent)들의

동특성이 모두 다른 이종 다개체 시스템(heterogeneous 
MAS)에 대해서 리더의 입력을 추종자들이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협조 추종 제어(coordinated tracking control)를 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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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우선 주어진 문제를 파라미터가 불확실하며

외란이 있는 선형 시스템을 위한 강인 안정화 제어기 설계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축소 차수 외란

관측기(reduced-order disturbance observer) 이론을 적용하여

그러한 강인 제어기를 설계한다[3]. 본 논문이 제안하는 협

조 추종 제어기는 실제적 추종(practical tracking)을 달성한

다. 완전한 추종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상이 이종 다

개체 시스템이고 제안하는 제어기가 공통의 내부 모델

(common internal model)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는 협조 제어를 위한 내부 모델 정리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11,19]. 
비슷한 연구 결과가 [1]에서 보고되었는데, [1]에서는 [2]

에서 제안한 외란관측기 기반 제어기가 사용되었다. 이 제

어기의 차수는 추종자 동특성 차수의 두 배이며, 이로 인해

폐루프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 및 제어기 계수 선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개선하고자 축소 차수 외란관측기 이론에 기초하여 추종자

동특성 차수와 같은 차수를 갖는 제어기를 제안한다.

II. 문제 정의

다음과 같은 추종자(follower agent) 개로 이루어진 이

종 다개체 시스템을 고려하자.






    ⋯






 






  

 


(1)

여기서   ⋯ 는 개체를 나타내는 첨자이고

  ⋯ 는 벡터의 요소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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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은 번째 추종자 상태 벡터의 번째 요소를 나타낸

다. 
와 는 번째 추종자의 미지의 파라미터이며 는

외란이다.

가정 1: 고려하는 문제가 해를 가짐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의 동특성에 나타나는 미지의 파라미터와 외란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 미지의 파라미터는 
∈

j 과 ∈ 을 만족

한다  ⋯  ⋯ 여기서 
 ≤

 ,이고

   ≤  이다. 

∙ ∈ 와 

는 모든 시간 에 대해서 알려진 상

한에 의해서 유계이다. 
이제 추종자들이 추종(tracking)해야 하는 리더(leader 

agen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편의상 번째 추종자라

고 한다. 

               
   ⋯

               
 




 (2)

                 

여기서 와 는 알고있는 파라미터이며  ≤ ≤  이

성립하고   ⋯ 는 다음 다항식이


⋯

안정하도록(Hurwitz) 설정된다(즉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모

든 해의 실수부가 음). 또한 ∈  는 리더의 입력이며

와 은 항상 유한하다. 문제 설정으로 적어도 추

종자 하나는 리더의 출력 정보 를 받으며 추종자들은 리

더의 파마리터 와 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

에서는 추종자들끼리 다음과 같은 상대 출력(relative output)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가정한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 리더의 출력이다.

가정 2: 다음 두 가지 사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 는 신장 트리(spanning tree)를 포함한다.

-  는 방향성이 없고 연결이 되어 있다(undirected and 
connected).

여기서 는 추종자와 리더 전체의 연결을 나타내는 그

래프이고 는 리더를 제외한 추종자들의 연결을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가정 3: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양의 상수 

와 가 존재한다.

   ≤⋆≤ ,

여기서 행렬 ⋆는 그래프 를 나타내는 라프라시안 행

렬 의 부분 행렬이고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

 

⋆는 양한정행렬(positive definite matrix)이고 은 적절

한 상수 행렬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를 만족하게 하는 제어기

를 설계하는 것이다. 
1) 모든 시간 ≥ 에서 폐루프 시스템의 신호들은 유한

하다(bounded).
2) 주어진 임의의   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한다. 

lim
→∞

∥   ≤   ⋯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 협조 추종 문제(practical coordinated 
tracking problem)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종 다개체 시

스템에 대한 실제적 협조 추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내용 전개를 위해 필요한 변수와 행렬들을 정의하는데

우선 상태 변수와 파라미터의 오차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  ⋯   ⋯ ). 






 ∈ , 




 ∈.

또한, 다음과 같은    차원의 벡터 변수를 정의하자.

 












⋮


   













⋮



  












⋮


   















⋮





여기서 는 추종자의 추종 오차(tracking error) 변수 
에

서 번째 요소들을 모두 모아 만든 벡터이다. 그리고

 ×차원의 다음과 같은 행렬들을 정의하자. 

  diag
⋯

   diag


⋯

∈ ×

 diag⋯

또한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벡터를 정의한다.

 
 




 
∞

번째 추종자와 리더의 동특성 (1)과 (2)를 고려하면   번
째 추종자의 추종 오차 동특성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3) 

앞에서 정의한 변수 를 이용하면 추종 오차 동특성 (3)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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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안하는 제어기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번째 추종자

가 받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

여기서 
⋆는 ⋆의 번째 행을 나타낸다. 이 를 번

미분한 변수를 와 같이 표현하고   라 하면

의 동특성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이것으로부터   ⋯ 까지 개의 를 고려한 ∈ 

변수의 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 
 




 .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의 역행렬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의  동특성의 에

⋆
 

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동특성을 얻을 수 있다.

 ⋆
 




⋆

⋆  때문에 이 수식은 불확실한 선형 시스템의

동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제어 입력 설

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제어 입력 ∈  를

 동특성의 해가 다음과 같은 알고 있는 시스템의 동

특성의 해에 수렴하도록 설계한다고 가정하자. 

    ⋯ 

여기서 는 (2)에서 정의하였다 ( 에 대해서 식을 정

리한 것은 이후에 제어기 설계 과정에서 외란 관측기 이론

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설정된 의 값으로 인해 는

안정한 선형시스템의 해가 된다. 그러므로 설계된 에 의

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게 된다.

lim
→∞

≈   ⋯

이 결과는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im
→∞


 ≈   ⋯   ⋯

이것은 실제적 협조 추종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한다. 

III. 축소 차수 외란 관측기 기반 협조 추종 제어기 설계

제어 입력 ∈ 를 이와 같이 설계하기 위하여 축소

차수 외란 관측기(disturbance observer) 설계 기법에 착안하

여 번째 추종자의 제어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3]. 





 





















(5)

 
 







  

여기서 ∈ 는 제어기의 상태 변수이고, 

  













   ⋯ 





  ⋯ 

⋮ ⋮ ⋮ ⋱ ⋮





 ⋯  

 



 ⋯  

,   











  



 


 

⋮ ⋮

 




   



이다. 이 동적 제어기(dynamic controller)에서 선정해야 할

파라미터는  ⋯   이다. 

제어기 파라미터  ⋯  은 다음과 같은 행렬이

(이 행렬은 이후에 폐루프 시스템 해석에 등장한다)













   ⋯ 

   ⋯ 
⋮ ⋮ ⋮ ⋱ ⋮
   ⋯ 




⋆   ⋯   

∈ ×  

안정한 행렬(Hurwitz matrix)이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이 과

정에서 어려운 점은 행렬 이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을 갖

는다는 것이다.

    ≤≤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  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한다.

• 제어기 파라미터 선정

 ⋯들을
⋯ 이 안정

한 다항식이 되도록 선정한다. 

     인 모든 에 대해서, 다항식

 
⋯

이 안정한 행렬이 되는  를 찾는다.

조건  minmax ⋆
  이 만족되도록



1234 김 정 수, 백 주 훈

를 선정한다. (max는 행렬의 최대 고유치를 의미한다.)

제어기 설계 두 번째 단계에서 충분히 작은 를 선정하

면 조건이 만족한다. 이렇게 선정한 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성립한다.

보조 정리 1: 제어기 파라미터 선정에 따라 를 선정하

면 다음과 같은 대칭 양한정행렬   가 존재한다.

 

⋆와 가 가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를

충분히 작게 잡으면 행렬 이 안정한 행렬이 된다. 

보조 정리 1의 자세한 증명은 [1,2]를 참조한다. 
주목 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기의 차수는 추종자

동특성 차수와 같으며, 이는 제어기 차수가 추종자 동특성

차수의 두 배인 최근 연구 결과 [1]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갖

는다. 먼저, 제어기 구현에 필요한 적분기 수가 반으로 줄

어들어 제어 시스템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전체 폐루프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이는 과정이

[1]에 비하여 훨씬 간단하며, 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량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계된 제어기로 인한 전체 다개체 시스템의 폐

루프 시스템의 안정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고이득 관측기

(high gain observer, [Chapter C21, 10])의 안정도 해석에서

사용된 좌표 변환에 착안한 다음과 같은 좌표 변환을 고려

하자.


  








    ⋯

새로운 좌표계에서 번째 추종자의 제어 입력과 폐루프 시

스템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폐루프 방정식의 마지막 식은 
 을 구하고 앞에서

계산한  을 이용한 후 다음과 같은 좌표 변환에 나타

난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폐루프 시스템 (6)은 특이 섭동 이론(singular perturbation)으
로 안정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이 섭동 이론 과정을 요약하는 것에 해당

하는 다음과 같은 좌표 변환을 고려한다.

 
   ⋯

여기서

               


 





               
   ⋯

               


이다. 새로운   좌표를 이용하면 폐루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여기서   

 


⋯ 




이고    
 


⋯ 

   

  ⋯ 이다. 이 폐루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간단

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  ∈    













   ⋯ 

   ⋯ 
⋮ ⋮ ⋮ ⋱ ⋮
   ⋯ 

   ⋯ 



이고 행렬  ,  , 는 상수나 에 관한 다항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정리 1: 가정 1-3이 성립하며 제어 파라미터 ⋯

들은 제어기 파라미터 선정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주어진 임의의   에 대해서 양수  가 존

재하여 ∈ 을 만족하는 임의의 에 대해서 폐루프

시스템의 모든 신호들은 유한하며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lim
→∞

  ≤    ⋯

증명: 다음과 같은 리아프노프 함수를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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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어기 (5)를사용한 
들의궤적.

Fig. 2. Trajectories 
  controlled by (5).

여기서   와    은 각각 
  과

   의 해이다. 리아프노프 함수의 시간 미

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여기서

   












,

 
 

, 그리고  
 이며  0

은 미분의 상한을 구하는 과정에서 Young의 부등식 적용으

로 생긴 임의의 상수이다. 또한, 

는  ≤ 

을 만족하는 상수이다. 
따라서 다음을 만족하는   가 존재한다.



 ≤ 




그러므로     을 만족하는 임의의 에 대해서 리아

프노프 함수의 미분의 상한에 대해서

≤


 

 
 

 ≤

   

이 성립하며 는 양의 상수이다. 이 부등식에 비교 정리

(comparison lemma)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으며

 ≤ 




 

이 부등식은 다음을 의미한다.

lim
→∞

≤ 




 

결과적으로, 는 임의의 상수이므로 모든 신호는 유한하

다. 또한 주어진 에 대해서 가 존재하여 임의의

    에 대해서 다음을 얻을 수 있다. 

 lim
→∞

  ≤    ⋯

IV. 모의 실험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제어기가 잘 동작함을 모의 실험

을 통해 보인다. 그림 1은 고려하는 다개체 시스템의 연결

을 나타낸다. 본문에 설명한 바와 같이 리더를 제외한 추종

자들끼리는 방향성이 없이 연결(undirected and connected)되
어 있으며, 리더를 포함하면 전체 그래프는 신장 트리

(spanning tree)를 포함하고 있다.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라

프라시안 행렬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림 1. 다개체시스템의연결그래프.
Fig. 1. Network topology among agents.

표 1. 추종자파라미터와인가된외란.
Table 1. Parameters of the followers and disturbances.

표 1은 추종자들의 파라미터와 각 추종자의 동특성에 인

가된 외란을 정리한다. 특별히, 추종자 1과 3은 불안정한

개루프 동특성을 가짐에 주목한다. 리더 (2)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

     

리더에 인가된 입력은   sin 으로 설정하였다. 제안

하는 제어기 (5)의 파라미터는       로

선택하였고 모의실험을 위한 초기치는 임의의 값으로 결정

되었다. 
그림 2와 3에서 보이듯이 제안하는 제어기는 이종 다개

체 시스템의 협조 추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 두 그림에

서 처음부터 추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그

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구간에서 궤적이 크게 진

동한다. 확대해 보면 그림 2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제안하는 제어기가 고이득 형태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을 peak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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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어기 (5)를사용한 
들의궤적.

Fig. 3. Trajectories 
  controlled by (5).

그림 4. 
  궤적의초기 구간확대.

Fig. 4. Zoomed trajectories 
  in transient period.

그림 5. 제어기의출력에제약을가했을때 
  궤적.

Fig. 5. Trajectories 
  controlled by (5) with a saturation function.

우 제어기 출력의 크기를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0,1]. 그림 5는 제어기의 출력에 제약 함수sat 를 적

용했을 때의 
  궤적을 나타낸다. 

V. 요약

본 논문에서는 축소 차수 외란 관측기를 이용하여 외란

이 있는 이종 다개체 시스템을 위한 협조 추종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주어진 제어 문제가 외란과 모

델 불확실성을 가지는 시스템을 위한 강인 제어 문제로 변

환 될 수 있음을 보이고 변환된 문제에 외란 관측기 기반

의 동적 협조 추종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모의 실험을 통해

서 제안하는 이종 다개체 시스템의 협조 추종을 성공적으

로 달성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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