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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lobally stabilizing adaptive fuzzy state- and output-feedback controllers for the fully nonaffine 

pure-feedback nonlinear system are proposed in this paper. By reformulating the original pure-feedback system to a 

standard normal form with respect to newly defined state variables, the proposed controllers require no backstepping 

design procedures. Avoiding backstepping makes the controller structure and stability analysis to be considerably 

simplified. For the global stabilty of the clossed-loop system, the self-structuring fuzzy system whose memebership 

functions and fuzzy rule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and tuned is adopted. The proposed controllers employ only one 

fuzzy logic system to approximate unknown nonlinear function, which highlights the simplicity of the proposed adaptive 

fuzzy controller. Moreover, the output-feedback controller of the considered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have not been 

dealt with in any literature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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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 제어 상 계통은  더 고도로 복잡해지고 있으

며 이러한 계통에 해서 수학 인 모델식을 세우는 것조차

도 난해한 경우가 많다. 이 게 잘못 모델링되거나 간략화

된 모델식에는 필연 으로 실제 계통과는 다른 비구조화된 

불확실성이 내포되게 마련이고 그러한 경우에 히 응

해야 하는 제어기의 설계가 필수 이다. 통 인 제어기법

인 가변 구조 제어, 응 제어, 그리고 강인 제어 기법들

[1-3]은 그러한 불확실성에 응할 수 있으나 매우 한정된 

비선형 계통에만 용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과거 약 30여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불확실한 비선형 

계통에 한 지능 제어 기법에 해 매우 활발히 연구해오

고 있다. 지능 시스템 에서도 신경망(neural network, 

NN)과 퍼지 논리 시스템(fuzzy logic system, FLS)이 주로 

응 제어 알고리듬과 결합되었는데 이러한 NN과 FLS와 

같은 지능 시스템은 학습 능력, 문가의 지식 반 , 병렬 

처리 등의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FLS의 범용 

근사기 특성을 이용하여 미지의 비선형성을 포함한 계통에 

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 진행되었다.[4-12] 이러한 연구에

서는 FLS의 범용 근사 특성을 안정도 증명에 사용하여 폐

루  계통의 안정도나 강인성에 한 해석을 수행하 으나 

계통식이 정규식(normal form)으로 기술되는 비선형 계통을 

집 으로 다루었다. 최근에는  일반 인 계통으로 그 고

려 상이 확 되고 있는데,  백스테핑(backstepping) 제어

기 설계 기법[13]과 범용 근사기의 개념을 결합하여 순궤환

(strict-feedback) 혹은 완 궤환(pure-feedback) 비선형 계

통에 한 새로운 신경망 백스테핑 제어기가 제안되었

다.[14-20] 그러나 기존의 백스테핑 기법 기반의 응 신경

망 제어 기법에는 단 들이 있다. 각 설계 단계마다 가상 

제어항(virtual control term)들을 결정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 

그것들의 미분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식은 ‘복잡성 폭

발’(explosion of complexity)로 언 될 정도로써 계통의 차

수가 증가할수록 복잡도는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며 실용

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좀 더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완 궤환(pure-feedback) 비

선형 계통의 제어기법에 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다.[21-28]

   x      ⋯
   x
 

(1)

여기서  ··는 미지의 평활 함수이고,  ,  ⋯은 상태 변
수이며, x  ⋯  , x x이다. 이 완 궤환(pure-feedback) 

비선형 계통은 기존에 고려되던 계통에 비해 더 일반 인 

계통이며 가상 제어 항으로 쓰일 상태 변수와 제어 입력이 

모든 식에서 음함수형태로 나타나는 비어 인(nonaffine) 계

통이다. 그러나 [21-28]의 기본 알고리듬인 백스테핑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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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제어기의 가장 큰 단 은 매 설계 단계에서 제시되는 

가상 제어항과 그 시간 도함수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는 

이다. 모든 설계 단계에서 하나 혹은 두 개의 근사기가 

사용되어 가상 제어식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결국 

차 시스템의 최종 제어식에서는 개 혹은 개의 다수의 

근사기가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근사기의 출력식의 시간 

도함수(혹은 편미분)가 매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데 이것

에 실제 제어기의 구 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지능시

스템을 근사기로 이용하는 지능 제어 알고리듬이 백스태핑

에 기반하는 경우 계통의 차수 이 커질수록 그 복잡도는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므로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것조차 

극도로 난해하며, 따라서 계산양의 문제 등으로 실계통에 

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계통식 (1)에 한 응 퍼지 제어

기를 제안하며 [12]에서 제안된 자기 구조화 알고리듬을 채용

하여 계통식 (1)를 역 으로 안정화시키는 상태변수 궤환 

 출력 궤환 제어식과 응 법칙을 제시한다. 기존의 

[21-28]는 모두 백스태핑 기반의 제어기법들이며 한 상태 

변수 궤환 제어기만을 다루고 있다. 제안하는 응 퍼지 제어

기는 백스테핑이 필요치 않으며 그로 인해서 제어식과 안정

도 증명이 상 으로 매우 간결해 진다. 한, 입력의 개수

가 개인 오직 하나의 자기 구조화 FLS가 사용되며 이것

이 제안하는 제어기법의 간결성을 변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계통식 (1)에 한 출력 궤환 응 제어 알고리듬은 

재까지의 어떠한 연구결과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2. 문제 정의

본 논문의 제어 상 계통식 (1)이 가제어성을 가지기 해

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가정 1 . 계통식 (1)에서 편미분    ,  ⋯과 

의 곱은 ∀x∈×에 해서 0이 아니다. 즉, 따라
서 함수는 strictly positive이거나 strictly negative이어야 하

므로 다음과 같이 양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x    
 x

 (2)

     ∀x∈×

본 논문과 유사한 계통을 다루는 다른 문헌들[21-28]의 함

수 에 한 가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각각의 미분이 양이고 

유계라고 가정한다.



 x   
∞  ⋯



 x
∞

(3)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직 조건식 (2) 하나만이 사용되며 이

후에 제어기가 이 가정만을 이용하여 설계된다.

본 논문은 계통식 (1)의 출력이 원하는 출력  를 잘 추종

하고 모든 시변신호를 유계로 만드는 제어식과 FLS의 응

법칙을 도출하는 것이 목 이다.

2.1 원 계통의 정규식 기술

계통식 (1)은 출력 와 그 시간 도함수들에 한 정규식으

로 재기술됨은 잘 알려져 있다. 즉,  ≡
   ,  ⋯라고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식을 유도할 수 있다.[29]

     x      x 
   x  x   

(4)

여기서   이고    x 이며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재귀 으로 정의되는 미지의 함수이다.

 x   
 

  




      x  

 x     
   

 
 

  



x    x   

(5)

여기서 x    x 이다. 이 결과로 원래의 완 궤환 계

통식 (1)은 출력과 그 도함수에 한 다음과 같은 정규식으로 

재기술될 수 있다.

      ⋯
   x x
 

(6)

에서 기술한 결과로부터 원래 계통식 (1)의 상태 궤환 제

어 문제는 정규식 (6)의 출력 궤환 제어문제로 변환하여 근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변환된 계통식 (6)에는 

응 불확실성(matched uncertainty)만 존재하므로 백스테핑

을 회피할 수 있다. 그 반 부로서 출력 의 도함수는 측정

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추정하기 한 도함수 측기가 필

요하다. 이후로 z ⋯ 로 표기한다.

2.2 이상 인 제어식

이상 인 출력 벡터 y , 추종오차벡터 e, 그리고 필터링된 
추종 오차 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y    ⋯    e zy
  




  

   e
  

(7)

여기서 은 설계 상수이며       ⋯

이다. 필터링된 신호 의 시간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x x (8)

여기서  
    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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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리 1: 만약 가정 1이 성립한다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

하는 유일한 함수  x  가 존재한다

 x xx (9)

여기서 은 입력 이득으로서 설계 상수이다.

증명: 이후에는 ≡x  ∈으로 표기하며 ≜이다. 
증명 과정은 식 (10)과 같이 정의되는 함수  에 해서  

   을 만족하는 의 함수 가 존재함을 보이는 것이

다.

≡ x x (10)

음함수 정리(implicit function theorem)에 의하면 에 한 

의 기울기(gradient)인 가 가역 (invertable)이라면, 즉, 

0이 아니라면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하며 는 

의 함수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런데 (5)를 이용하면 은 

다음과 같으며






 x

 
  

  



 x    
 x

(11)

이 함수는 가정 1에 의해서 모든 x∈×에 해서 0이 
아니다. 따라서     을 만족하는  가 항상 존재한

다. ■

보조정리 1로부터 이상 인 제어항 가 리아푸노

(Lyapunov) 함수   
를 근 으로 안정시킨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으며 가 유계이면 추종오차벡터 e가 유계임은 
[32]의 7.1.1 에 증명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상 인 제어항을 재배열한다.

  ≜
(12)

이는 선형제어항 가 제어 입력에서 표면 으로 나타나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함이며 FLS로의 입력 에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퍼지 근사기의 구성이나 안정도 증명에는 

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FLS을 

이용하여 미지의 함수 
 를 근사화하게 된다. 주지할 사실은 

와 는 상태 변수 궤환 제어기의 경우라 하더라도 측정불가

이므로 이후에 추정치로 신하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 FLS

의 입력은 로 가정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벡터 v의 2-노
옴(2-norm)을 v로 표기한다.

3. 자기 구조화 FLS

3.1 퍼지 논리 시스템과 퍼지 기  함수

FLS는 퍼지화기, 퍼지 규칙, 퍼지 추론, 비퍼지화기의 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구성 요소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나온다. 결과 으로 FLS

는 비선형 계통이며 이러한 특성은 비선형 계통의 모델링이

나 제어에 응용될 수 있다는 단 를 주게 된다.

그림 1은 응 퍼지 논리 시스템 (adaptive FLS, AFLS)

을 도시하고 있다. AFLS는 고 인 FLS에 학습 능력을 

추가한 것으로서 학습 정보를 이용하여 FLS의 특정 라메

터들을 튜닝(tuning)시키는 시스템이다. AFLS는 학습 과정

을 거쳐서 퍼지 규칙을 자동 으로 생성해 나간다.

그림 1 응 퍼지 논리 시스템

Fig. 1 Adaptive fuzzy logic system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FLS는 다입력 단일출력 계통으로

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는 총  
 개의 퍼지 규칙을 

가진다고 설정한다.

⋯  I  is  and  is  ⋯and
 is  THEN   ⋯

여기서   ⋯ ,   ⋯ , ⋯,   ⋯이고 

 ,  ⋯은 입력 변수,
는 출력 변수, 그리고 퍼지 집

합 
∈과 ⋯∈은 퍼지 소속 함수  , 

⋯
 로 기술되는 언어  항들이다. 싱 톤(singleton) 

퍼지화기, 곱추론법(product inference), 무게 심 비퍼지화기

를 사용한다면 FLS의 출력은 다음 식과 같이 기술된다.

 X   
⋯∈ 





⋯∈ 

  
 

 

 
 

  


⋯


⋯∈ 

  
 

 


⋯∈ 

⋯X⋯

(13)

여기서 ⋯X   
 이고 ⋯∈  은 

⋯이 최 값을 갖는 이다. 일반 인 퍼지 집합의 정의

에 의해서 ⋯⋯  이다. 식 (13)으로부터 FLS는 

퍼지 기  함수 (fuzzy basis function, FBF)라고 불리는 다

음 함수들의 선형 결합의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X 

⋯∈ 
  
 

 

⋯X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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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FLS의 출력식 (13)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X   
⋯∈ 

⋯
X⋯

wX 
(15)

FLS의 학습 알고리듬을 기술하기 앞서서 퍼지 집합 


 에 한 퍼지 소속 함수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는 삼각형 소속 함수를 사용

한다.


 


 











 



 ≤


 


 ≤




 otherwise
(16)

여기서 는 심이고 는 비의 반값이다.

3.2 자기 구조화 알고리듬

식 (15)로 기술되는 FLS가 공간 체에 해서 근사

화 기능을 가지려면 무한개의 소속 함수와 퍼지 규칙이 필

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식 (16)과 같은 삼각형 소속함수

를 사용한다면 FLS가 무한개의 소속함수와 퍼지규칙을 가

진다 해도 유한개 즉 개의 퍼지 규칙만이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11, 12]에서 간단한 자

기 구조화 알고리듬이 제안된 바 있으며 여기에 간략히 소

개한다.

1단계 : 기에 주어진 입력값 X  ⋯ 에 
해서 모든  ,  ⋯에 해서 각각 두 개의 소속 함수

를 생성한다. (그림 2)

그림 2 기값 X에 의해 기에 생성되는 소속함수.
Fig. 2 Membership functions that are created by initial input 

vector  .

2단계 : 1단계에서 생성된 퍼지 소속 함수를 이용하여 개

의 퍼지 규칙을 생성한다.

⋯  IF  is and  is THEN   ⋯
⋯  IF is and  is  THEN   ⋯

⋮

⋯  IF  is and  is THEN   ⋯
(17)

이 게 구성된 FLS를 이용하여 제어가 시작된다.

3단계 : 입력 에 한 가장 좌측의 소속 함수의 심을 


 , 가장 우측의 소속 함수의 심을 

 이라고 하자. 제어가 

수행되는 도 에 가 
  

   범 를 벗어나면 그 순간에 

새로운 소속 함수 
를 생성한다. (그림 3)

그림 3 새로이 생성되는 소속 함수.

Fig. 3 Newly created membership function

4단계 : 만약 3단계에서 새로운 소속 함수가 생성되었고 

재 입력 에 한 소속 함수가 개라면  
 개의 

새로운 퍼지 규칙을 생성해야 한다

⋯⋯  IF  is  ⋯  is  ⋯  is 
THEN   ⋯⋯

⋯⋯  IF  is  ⋯  is  ⋯  is 
THEN   ⋯⋯

⋯⋯  IF  is  ⋯  is  ⋯  is 
THEN   ⋯⋯

(18)

5단계 : 3단계로 돌아가서 반복한다.

이 알고리듬을 사용하면 기의 FLS는 개의 퍼지 규

칙으로 시작하지만 입력 변수의 변화에 따라 차로 소속 

함수와 퍼지 규칙을 늘려가게 된다. 한 이 자기 구조화 

알고리듬을 채용하면 FLS가 기부터 무한개의 소속 함수

와 퍼지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정리 1 : (범용 근사화 이론) 공간에서 정의된 연속인 실

함수 
 와 임의의 실수  에 해서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식 (15)와 같이 기술되는 FLS과 최 의 라메터 

벡터 w가 존재한다.


∈ 

   w    (19)

정리 1에서 는 최 의 라메터에 해서도 구조 인 결

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재하는 재구성 오차

(reconstruction error)를 나타내며 일반 으로 FLS의 소속 

함수를 조 하게 배치한다면 는 작아진다. 본 논문에서 이 

후 w의 추정치를 w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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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기 설계  안정도 증명

4.1 고이득 측기

유도된 정규식 (6)에서 알 수 있듯이 함수  ·와  ··는 
미지의 함수이므로 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  ⋯)

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을 측하기 해서 다음

의 정리에서와 같이 고이득 측기 (high-gain observer, 

HGO)를 도입한다.[29, 31]

보조정리 1 : 출력 와 그 차 시간 도함수가 유계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선형 계통을 고려한다.

     ⋯

      ⋯  
 

(20)

여기서 은 양의 설계상수이다. 만약 선형 계통식 (20)의 마지

막 식의 계수들 ⋯  을 에 한 다항식 
 

   ⋯  

  이 Hurwitz 다항식이 되도록 선정하면 다음 부등식 

(21)이 모든  에 해서 성립하는 양의 상수 와 가 존

재한다.

zz ≤ 
z  


 


 

⋯ 

 





e zy

(21)

의 보조정리1의 증명은 [3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필

터링된 추종오차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 (22)

   e (23)

이제 정의식 (22)와 (23)을 이용하여 FLS에 인가되는 실제 

입력은 ≡x   로 결정한다.

4.2 상태변수궤환 제어기 설계  안정도 증명

라메터 추정치 w를 한 학습 법칙은 다음 정리와 같이 결
정한다.

보조정리 2 : 라메터 추정치 w의 학습 법칙은 다음식과 같
다.

w     w (24)

 
w 













 w 

 

(25)

여기서 는 양의 학습률(learning rate)이고 는 양의 설계 

상수이며 상수 는 · 를 만족시키는 최소 상수이다. 
이 학습법칙은 w ≤를 보장한다.

증명 : 리아푸노  함수를  
 ww로 정하고 그 시간 도

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w w

 w  w w
≤ w   w
  w w  

(26)

마지막 부등식에 의하면 만약 w 이면 이 되므로 
w ≤가 보장된다. 
한 가지 주지할 사항은 스 칭 함수  

w은 FLS가 학습
된 정보를 유지시키도록 하기 해서 도입되었으며, 이것은 

고 인 응 제어에서의 switching-  기법[13]을 채용한 

것이다. 이 기법은 만약 가  w를 만족하도록 충분히 
크게 선정된다면 w의 유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습된 정
보의 손실도 막을 수 있다.

실제 제어 입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w  (27)

제어입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는 선형화

된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FLS의 출력 w 은 
미지의 비선형항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리 2 : 가정 1을 만족하는 계통식 (1)과 제어 입력식 (27) 

그리고 응 법칙 (24)로 이루어진 폐루  계통을 고려하자. 

이 계통의 필터링된 추종 오차 신호 와 모든 시변 신호는 

UUB(uniformly ultimately bounded)이다.

증명 : 리아푸노  함수를  로 선정하고 그 시간 도함

수를 유도해보면 다음과 같다.

 
 xx
 xx
xx

  xx

(28)

함수  x  ⋯는 평활함수이므로 함수 ․ ․는 에 
해서 지역 으로 Lipschitz이다. 따라서 임의의 콤팩트

(compact) 집합에 해 다음을 만족하는 Lipschitz 상수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xx≤  (29)

따라서 등식 (28)의 마지막 식에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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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 
    

×   eewTwT 

(30)

≤   yy
≤   

 

여기서    ,   
 , 그리고   w이다. 부등

식 (30)의 마지막 행으로부터 가 다음 집합에 해서 

positive invariant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31)

집합 의 반경은 측기 설계상수 과 제어 입력 이득 를 

조 함으로서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다. ■

본 논문은 [29]에서와 같이 완  궤환 비선형 계통의 제

어기 설계에서 백스태핑을 회피했으며 더불어서 자기구조화 

FLS를 채용하여 역 인 안정도를 보장하 다는 장 을 

가진다.

4.3 출력궤환 제어기  안정도 증명

본 에서는 출력 궤환 제어식에 해서 기술한다. 이 경

우 상태 궤환 제어기와 달리 FLS의 입력으로 실제 상태변

수 x는 쓸 수 없으며, 오직 출력 변수 ()만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정의식 (5)로 부터 계통의 상태 변수 

 ,  ⋯은 z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정리 3 : xz를 만족시키는 벡터 함수 ⋅  →
이 존재한다.

증명:  먼  첫 번째 단계로   ≜  임은 자명하다. 
정의식 (4)에서       이므로 가정 1에 의하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 ․가 존재한다.

            ≜ z  (32)

이 게 순차 으로 모든  ⋯에 해서   z 를 만
족하는  z 가 존재함을 수학  귀납법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으며 벡터함수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xz≜   z ⋯n zn T (33)

■

한 보조정리 1에서의 동일한 이상 인 제어항을 


 z≜ z   x로 재정의할 수 있으며, 
≜z로 정의하면 상태 궤환의 경우와 유사하게 FLS
는 미지의 함수 

  을 근사화한다고 할 수 있다.

출력 궤환 제어 입력과 FLS 라메터 갱신 법칙은 다음

과 같다.

w  (34)

w      w (35)

여기서 ≜z  이다. 이 응법칙 (35)는 스 칭-항

의 작용으로 w ≤임을 보장하며 그 증명은 보조 정리 2
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생략한다.

정리 3 : 가정 1을 만족하는 계통식 (1)과 제어기 (34), 

HGO (20)과 응 법칙 (35)로 이루어진 출력 궤환 응 제

어 시스템을 고려하자. 이 계통의 필터링된 추종 오차 는 

역 으로 UUB이다. 

증명 : 리아푸노  함수를  으로 선정하고 그 시간 

도함수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xx
 xx xx 
  xx 

(36)

이 과 마찬가지로 가정 1로 부터 부등식 (29)를 만족시키

는 Lipschtz 상수 가 존재한다.

 ≤ 
   



    
w w 

     eew 
w 

≤    

≤  
 

(37)

이 결과는 가 다음과 같은 집합에 해 불변(invariant)하

다는 것을 보장하며

    ≤   
  (38)

이 집합의 반경은 측기의 설계 상수 과 제어기의 이득 

를 조 함으로서 충분히 작게 할 수 있다. ■

상태 변수 궤환 제어기와 출력 궤환 제어기의 구조 인 

차이 은 FLS로의 입력이 자는 계통의 상태 변수 벡터 x
이고 후자는 출력의 미분 벡터의 추정치 z이라는 이다.

5. 결과 고찰  모의 실험

5.1 백스테핑 기반 제어기와의 제어식 비교

본 에서는 [21,25-28]에서 제안된 백스테핑 기반의 응 

제어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식과의 복잡도 비교를 

해서 다음과 같은 3차 계통식에 해서 각각 제어식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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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 보도록 하겠다.

     
     
    

 

(39)

원하는 출력은  로, 이것의 차 도함수는   ( )

로 표기한다.

5.1.1 백스테핑 기반의 응 제어식 구성

참고문헌 [21, 25-28]에서는 미지의 비선형항을 추종하는 

지능시스템으로서 신경망의 일종인 RBFN(radial-basis 

function network)을 사용하거나 본 논문에서와 같이 FLS를 

사용하므로 통칭하여 근사기(approximator)로 표기한다. 첫 

번째 단계로 추종 오차를    로 정의하고 가상 제어

항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w   (40)

     
 (41)

여기서 w ,  ,  은 첫 번째 근사기의 응 라메터 벡

터, 기  함수 벡터, 입력 벡터를 각각 표기하고  은 

설계상수이다. 첫 번째 근사기의 응칙은 다음과 같다.

w     w (42)

여기서  과  은 설계 상수이다. 두 번째 단계로 

오차를    로 정의하고 두 번째 가상 제어항을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w   (43)

 



 


 







(44)

여기서 w ,  , 는 두 번째 근사기의 응 라메터 벡

터, 기  함수 벡터, 입력 벡터를 각각 표기하고,  는 

설계상수이며, 함수와 두 번째 근사기의 응칙은 다음과 

같다.

  

 
w
 w (45)

w     w  (46)

여기서  와  도 설계 상수이다. 한 가지 주지할 

은 식 (44)의 


항이나 식 (45)의 


을 계산하는 것

이 매우 난해하다는 시실인데, 이는 에서 과 이 근사

기의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사기 출력식 체를 미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편미분항들

은 늘어나므로 복잡도는 더 높아진다. 본 제의 경우 백스

테핑 기반의 알고리듬에서 실제 제어식을 구하기 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일반 으로 차 시스템에서는 단

계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하여 오차를    로 정의

하며 실제 제어식은 다음 식 (47)과 같다.

  
w   (47)

 



   


 


  







(48)

여기서 w  ,   ,   는 세 번째 근사기의 응 라메터 벡
터, 기  함수 벡터, 입력 벡터를 각각 표기하고  은 

설계상수이다. 한 함수 와 세 번째 근사기의 응칙은 

다음과 같다.

  

 

 
w
 w

w
 w (49)

w     w  (50)

여기서  와  는 설계 상수이다. 술한 바와 같

이 식 (48)과 식(49)에 나타난 편미분항들  


, 


, 




, 


, 
w

은 계산하기가 고도로 난해하다.

정리하면, 이 제어식에서는 모두 세 개의 근사기가 사용되

었으며 각각의 입력은 3, 5, 7개이고 근사기 구조와 상수들

도 사 에 미리 결정해 놓아야 한다. 한. 만약 계통식의 

차수가 늘어난다면 근사기의 개수와 가상 제어항의 상태변

수에 한 편미분항이 계속 늘어나므로 그 복잡도는 기하

수 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우기, 참고문헌 [21, 25-28]에서

는 반 역 (semi-global) 안정도만 보장하며, 출력 궤환 제

어기의 경우는 다루고 있지 않다.

5.1.2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응 제어식

먼  2차 HGO식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51)

여기서 과 는 다항식 
  

  이 Hurwitz 다항

식이 되도록 결정하며 은 설계상수이다. 그리고 상태변수 

측 벡터를 z

 

 

 





, 추종 오차 벡터를 ezy로 
정의하면 입력식과 응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w       (52)

w   w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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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이고    e이고 
와 은 설계상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제어식을 구

하는 데에는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단 하나의 근

사기만 사용된다. 근사기의 구조는 오 라인으로 미리 정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결정되며 이로 인해 역  안정도를 

보장한다. 한 계통식의 차수가 늘어나더라도 변화되는 

은 식 (51)에서 HGO의 차수가 늘어나고 식 (52)의 FLS로

의 입력 벡터 의 차수가 늘어나는 정도이고 복잡도가 

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큰 장 이 있다. 더우기, 안정도 

증명도 상 으로 간결하고 [21,25-28]에서는 출력 궤환 제

어식은 제시하지 못하 으나 본 논문에서는 제어식 (34)와 

응칙 (35)를 용하여 출력 궤환 제어기를 구성할 수 있

다.

5.2 순궤환 계통의 모의 실험 결과

제안된 응 신경망 제어기의 성능을 보이기 해서 다음

과 같은 비선형계통에 해서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54)

계통 (54)는 완 궤환 계통이며 가정 1을 만족함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원하는 출력은    sin이다. 제 계통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2차 HGO를 사용한다.

  
    

(55)

여기서 설계상수는  ,   로 선정하 다.

5.2.1 상태변수 궤환 제어기 모의실험 결과

  FLS의 입력변수  ,  , 
 , 에 한 퍼지 소속 함수는 자

기 구조화 알고리듬에 따라서 자동 으로 만들어지므로 설계

자는 단순히 소속 함수의 폭만 사 에 결정해주면 된다. 과 

에 해서 
  

  , ∀  로 선정했고  , 에 해서는 


  

  , ∀으로 선정했다. 제어기 상수는  ,  , 

 ,   로 선정하 다. 기 상태변수는 x   
이고 HGO와 FLS의 기 변수 값은 모두 0으로 하 다.  모

의실험 결과를 그림 4-6에 도시하 으며 계통의 출력이 기  

출력을 추종함과 모든 시변신호들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2 출력 궤환 제어기 모의실험

  앞 의 경우와 모든 라메터는 동일하다. 단 상태 변수를 

FLS로의 입력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 
 , 
 ,   로 

바 었을 뿐이다. 모의실험 결과는 그림 7～9에 도시하 다. 

이 결과로부터 제안된 출력 궤환 제어기가 상태 변수 궤환 제

어기와 유사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a) 출력과 원하는 출력, (b) 제어입력

Fig. 4 (a) Ouput and desired output, (b) control input

그림 5 w의 궤
Fig. 5 Trajectory of w

그림 6 자동 생성된 퍼지 소속함수.

Fig. 6 Fuzzy memebership functions that are created 

auto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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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출력과 원하는 출력, (b) 제어입력

Fig. 7 (a) Ouput and desired output, (b) control input

그림 8 w의 궤
Fig. 8 Trajectory of w

그림 9 자동 생성된 퍼지 소속함수.

Fig 9 Fuzzy memebership functions that are created 

automatically.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한 단일 입력 단일 출력 완  궤환 

비선형 계통에 한 응 퍼지 제어기를 제안하 다. 제어 

상 계통에 한 기존의 응 퍼지 제어기 연구 결과들이 

모두 백스테핑을 기반으로 한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원래의 

계통에 해서 출력과 그 시간 도함수들에 한 정규식을 

고려하여 제어기를 설계하여 백스테핑을 회피하 다. 그 결

과 백스테핑의 고질 인 문제 인 ‘복잡도 폭발’을 해결하고 

제어식과 안정도 증명이 히 간결해졌음을 보 다. 한 

퍼지 시스템의 퍼지 소속 함수와 퍼지 규칙을 자동 으로 

만들어서 구조를 갖추어 나가는 자기 구조화 알고리듬을 채

용하여 체 제어계의 역  안정도를 증명하 으며 상태 

변수 궤환 제어기뿐만 아니라 출력 궤환 제어 알고리듬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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