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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분해 기법을 이용한 인공위성 편대 비행의 분산제어

Decetralized Control of Multiple Satellites Formation Flying Based on 
the Overlapping Decomposi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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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Jae Lee․Do Wan Kim)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decentralized controller design for formation flying of multiple satellites based on the 

overlapping decomposition technique. Each satellite is assumed to avail only the information of its own and in front of 

itself, which restricts the structure of a controller gain matrix to an overlapped form. The concerned large-scale system 

is expanded using the overlapping decomposition technique. Design condition is represented in terms of linear matrix 

inequalities with small-scale systems in a decentralized form, based on the expanded system. The resulting controller is 

contracted to the original overlapped form so as to close the original system. A numerical simulation show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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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성의 안정 인 궤도 비행의 핵심은 성체가 미리 계획

된 목표 궤도의 비행이다. 그러나 우주공간은 태풍,자기장, 

지구 력등에 의하여 매우 불확실한 환경이어서, 단일 성

으로는 우주임무의 신뢰성 확보가 쉽지 않다. 이러한 난

은 여러 의 성이 하나의 편 를 이루어 비슷한 궤도를 

비행하며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편  비행(formation 

flying)으로 해결가능하다 [1, 2, 3].

편 를 구성하는 성의 수가 증가할수록 동역학 방정식

의 차원은 산술 으로 증가한다. 규모 시스템(large-scale 

system)을 한 제어기의 수치  설계 가능성(feasibility)은 

지극히 낮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성체를 개별 소규모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각 소규모 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시스

템(interconnected system)으로 재구성하여 분산 제어기

(decentralized controller)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 이다. 한 

편  비행의 제어를 하여 성이 편 를 구성하는 성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신 개별 

성의 정보와 그것의 주동기(leader) 역할을 수행하는 성

의 정보만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실 이다 [4]. 이것은 편

내 정보 흐름의 제약 조건이 되며 제어기 설계시 이득 행

렬의 형태  제약 조건— 복 분산 제어기(overlapping 

decentralized controller)—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정보 흐름의 제약 조건을 갖는 규모 시스템

을 한 분산 제어기의 효율  설계를 하여 복 분해 기

법(overlapping decomposition technique)을 도입한다 [5, 6, 

7, 8]. 복 분해 기법에 의하여 확장된 규모 시스템에 기

반한 제어기 설계 조건은 소규모 시스템의 한 선형 행렬 

부등식의 형태로 표 된다. 설계된 복 분산 제어기는 원

래의 규모 시스템에 용되기 하여 등가 으로 축약되

며 폐루  시스템의 안정도가 보존됨이 증명된다. 수치  

제를 들어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을 입증한다.

2. 동역학

뉴턴의 제 2법칙에 의하여 편  내 번째 인공 성 의 

성 좌표계에서의 질  동역학(particle dynamics)은 다음

과 같다. 

(1)

여기서 는 성 좌표계의 원 에서 인공 성까지의 

거리이며,  은 질량이다.

참고 1: 복 분해 기법은 소규모 시스템들의 상태 변수

가 상호 연결된 규모 시스템에 용된다. 인공 성 편

의 상  치를 상태 변수로 사용하여 표 된 동역학의 소

규모 시스템들은 상태변수를 복하지 않아 복 분해 기법

을 용할 수 없다.

를 번째 인공 성 의 주동기라 하자. 의 성 좌표계

에서의 편 를 유지하기 한 의 기  치는 다음과 같이 

표 되고 [4]

성 좌표계에서의 기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

여기서 는 에서부터 의 상  기  치이며 미리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의 치 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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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되고 속도 오차는 

로 정의된다. 따라서 (2)와 (1)을 이용하면

와

로 계산된다. 로 정의하고, 도 유사하게 정의하면 (1)

로부터

의 동역학을 얻는다. 유사하게 의 주동기 역할을 하는 지구

의 심 과, 를 주동기로 하는 번째 인공 성 를 고려

하면 다음의 규모 인공 성 편 의 오차 동역학을 얻는

다.

(3)

3. 제어기 설계 

시스템 (3)은 다음의 상태 방정식으로 표 된다.

(4)

여기서 는 상태, 는 입력, 는 섭동이다. 

(3)을 살펴보면, 는 과 의 상  치 동역학과 와 의 

상  치 동역학에 동시에 포함되고, 는 와 의 상  

치 동역학과 와 의 상  치 동역학에 동시에 포함된다. 

한편, 와 의 상  치 동역학과 와 의 상  치 동역

학은 를 동시에 포함한다. 유사하게 와 의 상  치 동

역학과 와 의 상  치 동역학은 를 동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3)은 시스템 행렬에서 분할된 행렬들로 표 되는 

소규모 시스템들이 복된 요소에 응되는 상태 변수로 상

호 연결되고, 입력 행렬에서 분할된 행렬들이 복된 요소에 

응되는 입력으로 상호 연결되는 규모 시스템을 표 한

다.

참고2: 기  상  치를 나타내는 은 격히 변화하

지 않음을 가정한다. 여기서 는 한 윗첨자를 나타낸다. 

즉 은 유계된다. 따라서, 다음의 시스템

이 근 으로 안정(asymptotically stable)되면 (4)는 궁극

으로 균일하게 유계(ultimately uniformly bounded)된다. 

만일 이 시불변이라면 의 근  안정성은 (4)의 근

 안정성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에 집 하기 

하여 만을 고려한다.

를 제어하기 하여 다음의 선형 궤환 제어기를 생각하

자.

본 논문의 목 은 규모 시스템 의 분산 제어 이득 를 

효율 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 연결된 규모 

시스템을 소규모 시스템으로 분해하여, 소규모 시스템을 

한 제어기를 설계하고, 이것을 다시 합성하여 에 용하여 

원래의 규모 시스템에 궤환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

를 하여 공간 에서 정의되는 시스템 을 

생각하자.

이제 확장(expansion) 개념을 도입하자.

정의 1 (확장): 임의의 기 상태 와 임의의 입력 

에 하여

를 만족하도록 하는 와 가 존재한다면 시스템 은 시스

템 의 확장이다 [7].

이제 (3)의 에서 분할된 행렬이 복된 요소에 응하는 

부분 상태 벡터들— , —을 복하여 확장된 상태를

라 하자. 변환 의 표  행렬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유사하게 의 분할된 행렬이 복된 요소에 응하는 와 

를 복하여 확장한 입력을

이라 하자. 와 의 변환 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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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 표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1에 의하여 가 의 확장이 되기 한 조건은  

이다 [7]. 따라서

이다.

를 제어하기 하여 다음의 선형 궤환 제어기를 생각하

자.

폐루  시스템은

이다. 이제 를 히 제어하는 를 설계할 수 있다면 

이것을 에 궤환하기 해서 를 로 등가 으로 변환

하여야 한다.

정의 2 (축약): 임의의 기 상태 와 임의의 입력 

에 하여 가

를 만족하도록 하는 와 가 존재한다면 는 의 축약이

다 [7].

정의 2로부터 가 의 계를 만족한다면 는 

의 축약이다 [7].

편  임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편  내의 모

든 인공 성의 상태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나, 제한된 정보만

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실 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4].

가정 1: 본 논문에서는 인공 성은 자신과 주동기 인공

성의 정보만을 이용함을 가정한다.

  가

(5)

의 형태일 때 는

로 축약된다. 이 형태의 는 가정 1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

며 복 분산 제어기의 형태이다.

(5)는 블록 각 행렬이 아니고 는 제어 가능하지 않아 

축약 가능한 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순하지 않다. (5)를 변

형한 다음의 블록 각 형태의 이득 행렬을 고려하자.

이제 를 근 으로 안정화시키는 은 리아푸노  

함수 를 도입하여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

(6)

이다. 여기서 는 한 블럭 요소를 나타내고 는 칭 요

소의 치를 나타낸다.

의 블록 각 행렬들 , , 과 

호환되는 의 부분 집합을 각각 이라 하자. 

는 제어 가능하므로 리아푸노  함수들 이 

를 만족하는 이 존재하도

록 을 다음의 선형 행렬 부등식을 풀어

                             (7)

(8)

설계할 수 있다. 이 때 다.

정리 1: 선형 행렬 부등식 (7), (8)의 해가 존재한다면 

도 Hurwitz이다.

증명 선형 행렬 부등식 (7), (8)의 해가 존재하면 

이고 이것은 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과 는 각각 블록 각행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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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하부 삼각 행렬이면서 동일한 블록 각 행렬을 갖기 

때문이다.

이제 와 로 구성되는 폐루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9)

참고 3: 다음은 동치이다.

(a) 가 행렬이다.

(b) 는 양한정 행렬이다.

(c) 의 주 소행렬식(leading principal minors)들이 양이다.

정리 2: 선형 행렬 부등식 (7), (8)의 해로부터 다음

로 정의된 행렬 이 행렬이면 (9)는 근 으로 안

정하다.

증명 (9)의 궤 을 따라 계산된 리아푸노  함수의 미분

은 

이다. 이제 한 에 하여 합성 리아푸노  함수 

는

로 계산된다. 여기서

이다. 가 양한정 행렬이면 는 음한정이므로 (9)

는 근 으로 안정하다. 이것은 가 행렬인 것과 동치이

다.

정리 3 (안정도 보존): 확장된 폐루  시스템 이 근

으로 안정하면 원래의 폐루  시스템 도 근 으로 안

정하다.

증명 에 하여 리아푸노  함수

를 고려하자. 이것은 명백히 양한정 함수이며 의 음한

정은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4. 수치  제

리아푸노  행렬을 (6)의 형태로 선정하고, 

로 선정하여 선형 행렬 부등식 (7), (8)를 풀면

를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의 형태로 변경하면

를 얻는다. 여기서 고차원의 행렬을 지면에 표시하기 하

여 크로넥커 델타 연산자 를 사용하 다. 는

로 계산되며 이것은 행렬이다. 왜냐하면 

로 선정하면 는 양한정 행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와 로 구성된 폐루  시스템은 근 으로 안정하다. 이

제 이것을 축약하면

를 얻는다. 와 로 구성된 폐루  시스템도 근 으로 

안정하다. 그림 1은 의 폐루  시간 응답을 나타낸다. 앞

의 논의에서 증명되었듯이 모든 상태 변수는 으로 수렴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의 폐루  시간 응답

Fig. 1 Closed loop time response of 

5.  결  론

본 논문은 규모 인공 성의 편  비행의 분산 제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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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루었다. 고려한 시스템은 소규모 시스템의 상태와 

입력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복 분

해 기법을 사용하여 소규모 시스템의 제어기 설계 문제로 

변환하 다. 설계된 제어기는 축약되어 원래의 규모 시스

템에 용된다. 수치  제를 들어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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