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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adaptive state observer is presented for a class of LTI systems that have a sinusoidal disturbance in the 

measurement output. Adaptation rules are developed for identifying the unknown sinusoidal disturbance signal from the 

system output. For the application of the identification result to the state estimation problem, the sinusoidal signal with 

arbitrary initial phase has been considered in this paper. In order to test the performance of proposed algorithm, 

comparative computer simulations have been carried out with an existing robust observer.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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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출력에 외란이 존재하는 선형 시

불변(LTI) 시스템의 상태 측기 설계 문제를 생각한다. 

   
                (1)

                   (2)

 식에서 ∈ , ∈, ∈은 각각 시스템의 상태 변수, 
제어 입력, 측정 출력이다. 그리고 ∈는 출력에 포함된 외
란을 나타낸다. 이 때 , , 는 미지의 상수이다.

  시스템의 출력에 포함된 미지의 삼각함수 외란을 추정하

기 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 

 본 논문과 련된 표 인 연구자들의 최근 결과는 

[1-4]와 같이 찾을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들은 상 시스템 

달함수의 이 복소평면의 좌반평면(Left Half Plane)에

만 존재하는 최소 상 시스템으로 용 상이 제한되거나, 

외란을 추정하기 한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제

로 구 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5]. 

측정 출력에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 측기 설계 

연구로는 주  통과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Kalman 필터

를 사용하는 방법, 출력의 분을 측기에서 사용하는 PI 

측기[12,13]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는 출력 잡음이 모두 고주  신호에서만 만족할 만한 성능

을 얻을 수 있어 주  출력 외란이 존재하는 시스템에 

해서는 용하기 어렵다.  

  최근 참고 논문 [5]에서는 비교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출력에 아래와 같은 외란이 포함된 경우 외란을 식별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3)

이는 외란을 직  측정하여 미지의 주 수  크기를 추정

하는 이  결과 [6]을 시스템의 출력으로부터 외란을 추정하

는 문제로 확장한 것으로 외란을 직  측정하여 식별하는 

다른 연구 결과들[7-11]과는 차별화된 결과이다. 

  한편 시스템 (1)의 출력 정보만으로 외란   뿐만 아니

라 상태 를 추정하는 문제에 논문 [5]의 결과를 활용하

기 해서는 외란의 형태가 기 상  인 식 (3) 신 

식 (2)와 같은 미지의 기 상을 지닌 외란을 추정하여야 

한다. 측기 설계시 상태 추정 알고리즘의 시 을 외란과 

항상 동기화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논문 [5]에서는 ≠인 

임의의 기 상에 한 외란  상태 추정 알고리즘은 제

시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 논문 [5]의 결과에 착안하여 출력에 

주  삼각함수 외란이 포함된 시스템 (1)의 상태 측기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먼  임의의 기 상을 

갖는 식 (2)의 외란을 출력 정보로부터 추정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즉, 추정된 외란이 아래 식을 만족하도록 응 

규칙을 개발한다. 이 때 주 수 추정 알고리즘은 결과 으

로 기존 결과와 동일하다.  

lim
→∞

                      (4)

  다음으로 측정 출력과 추정된 외란 의 차이를 이용하

여 시스템 (1)의 상태를 추정하는 응 측기를 구성한다. 

제안하는 응 측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해 논문 [5]

의 제에 해서 모의실험을 실시한다. 기 상이 0이 

아닌 식 (2)의 경우 논문 [5]의 알고리즘을 직  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참고 논문 [13]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측기의 성능을 확인한다. 

본문 내용  표 의 편의를 해 함수 의 라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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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ℒ는 소문자 로 표기한다. 

2 . 본  론

2 .1 외란 신호에 의한 주 수  크기 추정

본 에서는 외란 추정을 해 출력 를 사용하기에 

앞서 외란   를 직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한

다. 이는 기 상이 0인 경우를 다룬 논문 [6]의 확장이다. 

추정해야할 외란은 다음과 같다. 

                   (5)

 식에서 미지의 값 , , 를 추정하는 것은 아래 식에

서  ,  , 를 추정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이고, 논문 [6]은   인 경우이다. 

                   (6)

주 수 의 추정을 해 에 한 아래 식에 주목한

다1). 본 논문에서는 주 수   신 를 추정하는 방법을 생

각한다. 이 때,  이다.  

                   (7)

추정을 해 아래와 같이 2차 필터를 통과한 신호 를 

이용한다. 이 때,  는 와 동일한 주 수를 갖는 삼각

함수로 수렴한다[14]. 상수 는 필터의 밴드 폭을 결정한다. 


  
 




          (8)

 식에서 과 에 한 라 라스 변환은 다음과 같다. 




 


         (9)

한편, 식 (7)에 의해 아래 등식이 성립한다. 

       (10)

 식을 라 라스 변환하고 양변에 을 곱한 후 정리하

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식에서 항은 기치에 의

해 발생한 1차 다항식이다. 

  


 


 


 


    

 식은 식 (9)에 의해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11)

 식의 라 라스 역변환에서  →∞일 때  는 으로 

수렴하므로 아래와 같이 를 정의한다. 


            (12)

식 (11)의 라 라스 역변환에서 소멸하는 항  를 무시할 

때  이라 생각할 수 있다. 추정치 
  라 두

면 오차 에 해 아래 식이 성립한다.  

      
         (13)

  이제 에 한 응 규칙을 구하기 해 다음과 같은 리

아푸노  함수를 생각한다. 추정 오차  이다.  



 
                    (14)

 식을 시간에 해 미분하면 

1) 식 (7)은 기 상에 무 하게 성립하므로 외란의 주 수 

추정 문제는 기존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15)

이고, 임의의 양수 에 해 아래 응 규칙을 용한다. 

               (16)

식 (13)으로부터 

   
  



이므로 식 (15)에 입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17)

 식에서  는 와 동일한 주 수를 갖는 삼각함수로 

수렴하므로  →이다. 즉, 가 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 추정을 한 응 규칙을 유도한다.  

주 수 추정과는 달리 기존 결과를 직  용할 수 없으므

로 추가 인 응 규칙이 필요하다. 앞 에서  →의 수렴

성은    의 값에 독립 이다. 따라서 그 응 규칙인 

   에 무 하게  →임을 상할 수 있다. 즉, 식 

(16)에 의해 충분한 시간 이후 ≈이고, 식 (6)의 추정치 

   오차   에 해 아래 근사식이 성립

함을 상할 수 있다. 

 
 



≈ 
  

               (18)

≈ 
 

                (19)

이제    에 한 응 규칙을 찾기 해 다음과 같

은 리아푸노  함수를 생각한다. 






 




                  (20)

 식을 시간에 해 미분하면 아래와 같다. 

 


  




            (21)

  임의의 양수 에 해 아래 응 규칙을 용하면

 


 


                 (22)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23)

단,    
 이다.  식으로부터    의 수렴성

을 알 수 있다. 

2 .2  출력 신호에 의한 주 수  크기 추정

본 에서는 기 상이 0이 아닌 외란 추정에 한 앞 

의 결과를 이용하여 외란 의 측정이 아닌 출력 로

부터 외란을 추정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24)

시스템 (1)의 달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때, 

특성방정식 는  ±에 근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출력 의 라 라스 변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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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식으로부터 아래 식을 얻을 수 있다. 

               (26)

근을 좌반평면에 갖는 방정식 를 사용하여 식 (26)에

서 아래 식을 얻을 수 있다. 단,    이다. 

           (27)

  식 (27)의 양변을 로 나 면 다음과 같다. 










          (28)

 식에서 사용가능한 신호를 구별하여 아래와 같이 로 

정의한다.  

  














           (29)

이 때, 식 (28)-(29)로부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0)

안정한 선형 시불변(LTI) 시스템의 삼각함수 입력에 한 

정상상태 출력(주 수 응답)은 입력과 동일한 주 수를 갖

는 삼각함수이다. 따라서 식 (30)의   한 식 (24)와 같

은 주 수의 삼각함수이므로 식 (7)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의 결과에서 얻은 응 규칙 (16)을 활용하면 주

수 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식 (16)에 사용되

는 (8)  (12)식을 한 는 식 (6) 신 식 (29)를 사용

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란의 크기 과 를 추정하는 문제를 생각한

다. 식 (30)으로부터 는 아래와 같다. 

                  (31)

단, 함수      는 각각 아래 식과 같이 당한 크

기와 상을 지닌 삼각함수 신호이다. 

 

ℒ               (32)

 

ℒ               (33)

앞 의 해석과 같이 →(혹은  →)의 수렴성은   

 의 응 규칙과 무 하므로 식 (31)의 추정치    

은 아래 식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는 

각각 주 수 추정치 를 이용한 함수이다. 

 
 


 

≈ 
 

             (34)


 


                (35)

이제    의 응 규칙에 한 해석을 해 다음과 

같은 리아푸노  함수를 생각한다. 






 




                 (36)

 식을 시간에 해 미분하면 아래와 같다. 

 


 




            (37)

임의의 양수 에 해 아래 응 규칙을 용하면

   







  
 

  
 

                (38)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39)

함수      의 성질로부터  식이 항상 0인 경우는 

   가 모두 0인 경우뿐이다. 이로부터 
   의 수

렴성을 알 수 있다. 

2 .3 추정 외란을 이용한 측기 설계

본 에서는 앞 의 결과로부터 시스템 (1)의 상태를 추

정하는 응 측기를 구성한다. 시스템이 측 가능할 때 

일반 인 측기 식은 아래와 같다.  

               (40)

단, 이득 행렬 은 가 안정하도록 결정한다.

  오차 변수를   로 정의하면 식 (1)과 (40)으로부터 

오차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41)

 식으로부터 출력의 외란이 측기 이득으로 인해 증폭

되어 상태 추정에 좋지 않은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 에서 추정된 외란 를 이용하여 아

래와 같은 측기를 설계한다. 

               (42)

  식 (42)에 의한 오차 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43)

   식으로부터 충분한 시간 후  →  일 때, 외란의 향

이 소거됨을 알 수 있다. 즉, lim
→∞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 측기의 갱신 규칙(update 

rule)은 표 1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주 수 추정을 

한 규칙 1은 기존 논문 [5]와 결과 으로 동일하고, 임의

의 기 상을 고려한 새로운 알고리즘은 추정 2  규칙 

2에 해당한다.   

다음 에서는 간단한 제의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

법의 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3. 모의실험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아래 시스템으

로 모의실험하 다[5]. 기치는    
이다. 


    

    
  

              (44)

                  (45)

출력에 포함된 외란은 식 (6)에서  
 ,   ,  인 

경우이다. 

  시스템 (40)의 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46)

식 (46)으로부터  시스템은 이 우반평면에 치한 비

최소 상 시스템이고 극 이 모두 허수축에 치하여 근

으로 안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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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수식 식 번호

측정치  




 (29)

필터 
  
 




(8)

추정1  




  
(12)

규칙1 
  
 

(16)

추정2-1










 

ℒ

 

ℒ

(32)

(33)

추정2-2  
 


 

 

(34)

(35)

규칙2








  
 

  
 

(38)

표 1 제안된 응 규칙 

T able 1 Proposed Adaptation Rules

  제안된 방법의 용에 앞서 기 상이 0인 경우에 용 

가능한 논문 [5]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외란 추정 결과를 그

림 1에 나타내었다. 기 상에 계없이 주 수 추정은 

가능하지만 상차로 인해 진폭에 한 추정이 제 로 이

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외란 추정 결과[5]

Fig. 1 Disturbance Estimation Result[5] 

  표 1의 순서에 따라 식 (29)를 한 안정한 다항식 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47)

  식 (12)의 2차 필터 상수 , 식 (16)의  , 식 (38)

의   일 때의 모의실험 결과는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그림 2는 , 그림 3은    의 수렴성을 나타내고, 그림 

4는  
 

에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

정 알고리즘의 기 값은 모두 0으로 지정하 다. 

   다음으로 추정기의 라미터에 따른 추정 성능 변화를 

찰하기 해 다항식 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 다. 

                    (48)

  2차 필터의 밴드 폭 조정에 따른 추정 성능 변화를 찰

하기 해 에서 으로 바꾼 후에 동일한 모의실험

을 반복하 다. 모의실험 결과는 그림 5∼7에 나타내었다. 

그림 5는 , 그림 6은    의 수렴성을 나타내고, 그림 

7는 에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라미터 조정에 따라 

수렴성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주 수 추정 결과 1

Fig. 2  Freq. Estimation Result 1

그림 3 크기 추정 결과 1

Fig. 3 Amp. Estimation Result 1

그림 4 외란 추정 결과 1

Fig. 4 Disturbance Estimation Result 1

그림 5  주 수 추정 결과 2

Fig. 5  Freq. Estimation Resul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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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크기 추정 결과 2

Fig. 6  Amp. Estimation Result 2

그림 7  외란 추정 결과 2

Fig. 7  Disturbance Estimation Result 2

  다음은 추정된 외란을 사용한 측기 (42)의 성능을 확인

하기 한 모의실험 결과이다. 비교를 해 참고 논문 [13]

의 PI 측기와 그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논문 [13]의 

측기 식은 아래와 같다. 

          (49)

단,  



 


 

 
,     , 



 


 

 
이고,   는 결정

해야할 측기 이득이다. 이 때, 추정된 상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0)

단,     이다. 모의실험에서 측기 극 은 모두 -3

에 치시켰으며   이다[13].  

  그림 8∼10은 입력   일 때 외란  상태 추정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제안된 방법은 외란  실제 상태로 수렴하

지만 논문 [13]의 방법은 추정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로 [13]과 같은 PI 측

기는 고주  외란에 한 강인성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11은 추정된 상태를 이용한 제어 입력

  를 사용했을 때 실제 상태 값  측기 상태 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제어기의 극 은 -1( 근), 측기의 극

은 -3( 근)일 때의 결과이다. 외란의 추정에 필요한 시간이 

지난 후에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서 출력에 포함된 삼각함

수 외란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하

기 한 응 측기 설계 방법을 제안하 다. 임의의 기 

상(≠)을 지닌 외란을 성공 으로 추정함으로써 외란과 

함께 상태 변수를 추정하는 응 측기를 설계할 수 있었

다. 이는 비교  간단하고 비최소 상 시스템  불안정한 

시스템에도 용할 수 있는 응 알고리즘이다. 제안된 

응 측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해 논문 [5]의 제에 해

서 모의실험을 실시하 다. 설계 과정에서 결정해야하는 

라미터를 조정하여 추정 성능 개선을 시험하고 논문 [13]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의 상태 추정 성능을 확인하

다. 

그림 8  외란 추정 비교 

(외란: 선, 논문 [13]: --, 제안된 방법: 실선)

Fig. 8  Comparison of Disturbance Estimation 

(: dotted, Ref. [13]: --, Proposed: line)

그림 9    추정 비교 

( : 선, 논문 [13]: --, 제안된 방법: 실선)

Fig. 9  Comparison of   Estimation 

( : dotted, Ref. [13]: --, Proposed: line)

그림 10    추정 비교 

( : 선, 논문 [13]: --, 제안된 방법: 실선)

Fig. 10  Comparison of   Estimation 

( : dotted, Ref. [13]: --, Propos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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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측기 기반 제어기 결과 

(실제 상태: --, 측된 상태: 실선)

Fig. 11 Results with Observer-based Control 

(real state: --, observed stat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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