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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지연 시스템을 위한 리아푸노브 이론 기반 상태 
피드백 제어기 설계

Design of Lyapunov Theory based State Feedback Controller
for Time-Dela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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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new state feedback control approach for communication networks based control 

systems in which control input and output observation time-delay natures are generally occurred in practice. We first 

establish a generic state feedback control framework based on well-known linear system theory. A maximum time-delay 

value which allows critical stability of whole control system are defined to make a positive definite Lyapunov function 

which is mathematically composed of controlled system states. We analytically derive its control parameters by using a 

steepest descent optimization method in order to guarantee a stability condition through Lyapunov theory. Computer 

simulation is numerically carried out for demonstrating reliability of the proposed NCS algorithm and a comparative study 

is accomplished to prove its superiority for which the traditional control approach for NCS is made use of under same 

simulation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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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제어시스템에 용한 네트워크 기

반 제어시스템(NCS: Networked Control Systems)에 한 

심이 수년 부터 이어져 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거리에 

치한 랜트를 사용자가 원하는 수 으로 정 하게 시스

템 상태  출력을 유지시키는 제어목 을 갖는다. 일반

으로 NCS를 구 하기에 앞서 통신 네트워크의 설치로 인한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들을 고려하여

야 하며, 표 으로 통신채 의 역폭, 통신 데이터 손실, 

샘 링 그리고 시간지연 등을 로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상들은 시스템 체의 제어성능과 직 인 향이 있으

며 이  통신 네트워크로 인한 시간지연은 제어시스템의 

안정성과도 연 이 있다. 따라서 시간지연특성으로 발생하

는 NCS의 문제 을 보상할 수 있는 고  제어 알고리즘을 

구 하여야 바람직한 제어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1].

  최근에 리아푸노 (Lyapunov) 안정성 이론[2], 선형 행렬 

부등식(Linear Matrix Inequality) 기법[3], passivity 기반 

제어이론[4] 등과 같은 다양한 제어이론을 용한 NCS 기

술들이 발표되고 있다. Tang 등은 LMI 이론을 용하여 

NCS를 한 상태 피드백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일반 인 시간지연 특성 외에도 통신 데이터 패킷(packet)의 

손실로 인한 제어성능의 하를 극복하기 한 강인 제어시

스템을 구축하 다[5]. 불확실성을 갖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반 제어시스템을 하여 Passivity 비선형 제어이론 한 

용되었으며[6],[7], 참고문헌 [6]에서 Kottenstette 등은 

Passivity 이론 기반 디지털 NCS를 구축하여 산업용 로  

시스템의 원격 제어에 용하 으며 참고문헌 [7]에서 Gao 

등은 Lyapunov-Krasovskii 정리를 이용하여 시간지연 시스

템의 안정성 별법을 제안하 다.

  신경회로망이나 퍼지 이론과 같은 소 트 연산 기법을 이

용한 다양한 NCS 기술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주로 시변 동  시스템이나 시간지연변수 등을 수

치 으로 모델링하거나 제어기 라미터의 최  값을 추정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Du 등은 확률론 으로 변하는 시간

지연 특성을 갖는 NCS를 하여 퍼지 추론 기법을 용한 

스미스(Smith) 측기를 개발하 으며, WLAN에서 동작이 

가능한 자기동조(self-tuning) PID 제어시스템을 구축하 다

[8]. Cho 등은 동  베이시안(Bayesian) 신경 회로망을 이용

하여 불확실성  확률 특성을 지닌 NCS를 한 확률제어

시스템을 발표하 으며,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신 네트워

크를 구축한 NCS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여 실시간 실험을 통

해 실 용 가능성을 검증하 다[9]. 그 외에도 다양한 확률

론  기법을 이용한 NCS 기술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Markov Chain(MC)  Hidden Markov Model(HMM)을 이

용한 확률론  NCS 모델링 기법과 그 라미터 추정 알고

리즘들이 발표되었다[10],[11].

  이제까지 살펴본 다양한 NCS 기술들을 보면 매우 복잡한 

제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 용 가능성에 다소 어

려운 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컴퓨터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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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NCS 제어이론들이 충분한 

성능 검증을 거쳤다 할지라도 실시간 시스템 구 에 있어 

하드웨어를 구성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연산 구조로 되어있

어 실시간 실험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제어성능이 발생할 수

가 있다.

  본 논문은 제어구조가 간단하고 구 하기가 비교  용이

한 상태 피드백 제어이론을 바탕으로 NCS의 제어 알고리즘

을 제안하며 리아푸노  이론과 최 강하 최 화 기법을 통

해 제어기 라미터의 최  해를 도출한다. 시간지연 변수

로는 제어입력  출력 변수 두 경우를 고려하 으며 임계 

안정(critically stable)일 때의 지연시간을 최  허용 지연시

간으로 정의하여 리아푸노 의 함수식을 정의하는데 이용하

다. 이 함수가 주어진 제어시간동안 negative definite의 

조건을 항상 만족하기 하여 최 강하 최 화 이론을 용

하여 제어기 라미터의 수정규칙을 도출하 다. 컴퓨터 시

뮬 이션을 통해 제안한 제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기존의 제어방식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성능의 우수

성 한 입증하 다. 

  

2. NCS의 수학  모델링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네트워크 기반 제어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제어입력  출력 시간지연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

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여기서 ∈은 시스템 상태벡터, ∈은 시스템 출력변수, 
∈은 제어입력변수를 각각 나타내며, ∈× , ∈× , 
∈×는 상태행렬, 입력행렬, 출력행렬을 각각 나타내며, 
   는 각각 제어입력과 출력 시간지연 변수를 각각 나

타낸다. 식 (1)의 제어입력변수 는 기존의 상태 피드백 

제어규칙을 용하며 수학  표 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은 제어기 라미터 행렬을 나타낸다. 식 

(1)에서 시간 지연을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에 하여 기존의 

선형 시스템 이론을 통해 식 (2)의 제어기 설계를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시간지연변수를 

용할 경우 보다 복잡한 제어 시스템 설계과정이 요구된다.

그림 1 네트워크 기반 제어시스템의 블록선도

Fig. 1 A block diagram of networked control systems

3. 리아푸노  기반 상태 제어시스템

  식 (2)의 제어기 설계는 주어진 제어사양을 만족하기 

하여 제어행렬 의 요소 값을 최 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

미한다. 본 논문은 리아푸노  이론을 용하여 식 (1)의 시

간지연특성을 갖는 시스템에 하여 응형 상태 피드백 제

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응형 제어기를 구성하기 하여 

기존에 잘 알려진 리아푸노  이론을 용하며, 우선 시스템 

출력변수 를 이용하여 양(positive)의 값을 갖는 리아푸

노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다음으로, 식 (3)을 연속시간 에 한 미분식을 표 하면

   (4)

와 같으며 식 (1)의 방정식을 식 (4)에 입하여 개하면 

다음과 같다.

     
    
     

(5)

한 식 (2)를 바탕으로 식 (5)의 지연된 제어입력변수는

    (6)

와 같으므로 이 결과 식을 식 (5)의 마지막 항에 입하여 

개하면 정의한 리아푸노  함수의 미분식은 최종 으로 

다음과 같다.

   
    (7)

기존의 리아푸노  이론에 의하면 식 (1)의 시스템이 안정

한 상태 는 출력을 갖기 한 조건은 개한 식 (7)의 미

분식이 시간  에 하여 항상 0보다 작은 음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식 (6)의 제어기 라미터 행렬 의 

요소 값을 히 선택함으로서 실 할 수가 있다.

3.1 제어 라미터 결정

식 (7)에서  일 때  의 조건을 항상 만족시키는 

제어행렬 를 산출하기 하여 우선 식 (7)의 우변 항을 다

음과 같은 부등식으로 다시 표 한다.

  
     (8)

한 식 (8)을 항에 하여 정리하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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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여기서    은 상수이므로 식 (9)는

    
    

 
(10)

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식 (10)으로부터 에 한 해

(solution)를 구하기 하여 의 역행렬이 요구된다. 그러

나 ∈×는 정방행렬이 아니므로 일반 으로 잘 알려

진 의사-역행렬(Pseudo-inverse matrix) 이론[12]을 통해 

의 해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1)

여기서 는 의사-역행렬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2)

식 (12)에서 의 결정은 재시간과 제어입력  출력 지연

시간에 한 시스템 상태 ,  ,  를 측함

으로서 연산이 가능하다.

4. 응형 NCS 알고리즘

  식 (11)의 제어 규칙의 경우 지연 시간 와 에 한 정

확한 값을 알고 있을 때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지 않은 경우 부정확한   값으로 인해 바람직한 제어

성능을 기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시간 시스템 구 에서 통

신 네트워크의 환경에 따라 이 두 시간지연변수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시변(time-varying) 변

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응형 방식의 제어규칙을 기

반으로 한 제어시스템이 효율 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

어방법을 실 하기 하여 최 화 기법을 통해 제어 행렬 

의 라미터 추정 알고리즘을 도출한다. 기존의 다양한 최

화 기법 에서 본 논문은 최  강하 최 화 기법을 이용

하며, 이러한 기법을 용하기 하여 우선 식 (7)로부터 다

음과 같은 목 함수를 정의한다.

 
    (13)

최 화 목 은 식 (13)의 목 함수를 최소화하기 한 최

의   값인 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수학 으로 다음과 같

이 표 할 수 있다.

min (14)

잘 알려진 최  강하 최 화 기법을 용하면 의 수정규

칙을 다음과 같은 미분식으로 표 할 수 있다.

 


(15)

여기서 는 학습률로서 0과 1사이의 값으로 주어지며 우변

의 편미분 항은 미분의 연쇄법칙(chain rule)을 이용하여 

개하면 면 다음과 같다.







×


(16)

여기서 우변의 편미분 항은 각각





  (17)




      (18)

와 같이 개된다. 식 (17)과 식 (18)를 식 (16)에 입하여 

개한 후 식 (15)에 다시 입하면 에 한 수정 규칙은 

최종 으로 다음과 같다.

        (19)

시간지연 변수 와 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직 인 향

이 있으므로 최  허용 지연시간 max와 max을 정의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의 최  지연시간 max와 
max을 과하면 체 시스템은 불안정한 시스템 상태가 

되며, 반 로 이 최  지연시간 내에서 제어  측이 이루

어지는 경우 안정한 시스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식 (19)의 라미터 추정 알고리즘에

서 지연시간 와 를 최  지연시간 max와 max으로 
신하여 근사 추정식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max max  
  max 

 max max 
×  max max  

(20)

식 (20)에 도출한 라미터 추정 알고리즘은 라미터의 

기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식 (11)의 조건을 만족하

지 않는 경우 추정 성능이 하될 수 있다. 따라서 반복 과

정을 통해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바람직한 성능에 도달

할 수 있는 라미터 추정 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

는 식 (20)의 제어규칙을 바탕으로 한 제안한 NCS의 알고

리즘의 개념도를 보여 다.

그림 2 본 논문에서 제안한 NCS 알고리즘의 개념도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the proposed NC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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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컴퓨터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시뮬 이션에 사

용한 시스템은 시간지연이 용된 진자(pendulum) 시스템으

로서 상태  출력방정식은




 










 


 

 




 


 

 



 



 

    



 


  

  

(21)

와 같으며[13], 여기서 은 진자의 각도, 는 진자의 각속

도를 각각 나타내며 제어입력 변수는

      (22)

와 같다. 식 (5)를 바탕으로 식 (21)의 시스템 방정식에 

한 리아푸노  미분 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개된다.

        
          

      

          

(23)

한 식 (20)에 의해 식 (22)의 제어 라미터 수정 규칙은 

각각 다음과 같다.

≈







 max  
  max 
  max  max 
  max  max 
  max 
  max 
  max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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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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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이러한 제어기에 하여 최  지연시간은 max=max=0.3
로 하 으며 시스템의 기값은    ,    로 설

정하 다. 주어진 시스템 환경에 한 제어목 은 식 (21)의 

출력응답이 주어진 제어시간 동안 모두 0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한 제어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고정된 제어기 라미터를 갖는 기존의 상태 피드백 제어기

법도 함께 시뮬 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로 비교 검

토하 다.

  기존 상태 피드백 제어기의 라미터는 여러 번의 반복된 

시뮬 이션을 거쳐 제어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경우의 값으로 

선정하 으며 시뮬 이션에 용한 값은   와   이

다. 그림 3은 이 제어기를 용하 을 때의 시스템 응답을 

각각 보여 다. 체 으로 보았을 때 주어진 제어시간동안 

시스템 응답이 수렴하지 못하며 진 으로 크기가 감소하

는 진동 응답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는 제어입력 

형을 보여주며 시스템 응답과 유사하게 시간에 따라 진

으로 그 크기가 작아지는 진동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주어진 진자 시스템에 하여 기존의 

상태 피드백 제어규칙은 바람직하지 못한 제어성능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를 용하 을 경우 시

뮬 이션 결과를 분석하 다. 시뮬 이션에서 제어기 라

미터의 기 값은 0과 1사이의 랜덤(random) 값으로 선정하

으며 학습률 는 여러 번의 반복 시뮬 이션을 통해 가장 

합한 값으로서 0.02로 결정하 으며 그 외의 시뮬 이션 

환경은 앞서 실시한 시뮬 이션의 경우와 동일하도록 하

다. 그림 5는 제안한 제어시스템을 용하 을 때의 시스템 

응답 형을 보여 다. 우선 진자의 각도인 의 경우 과도

응답 상태에서 오버슈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약 2  

부근에서 정상상태 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진

자의 각속도인 의 경우 2.5  부근에서 약간의 오버슈트 

응답이 발생하 지만 약 3.3 에서 정상상태응답으로 도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 분석을 통해 그림 3에 

도시한 기존의 제어방식을 용하 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

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를 용하 을 경우 그 

제어성능이 하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제안한 제어시스템의 제어입력 형을 보여주며 그림 7은 제

어기 라미터 과 의 형을 보여 다. 그림 7의 경우 

과도응답 역에서는 제어기 라미터들이 응형 방식으로 

그 값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스템 응답이 정상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는 두 라미터의 값 한 일정하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제안한 제어시스

템의 응형 특성을 반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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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 상태 피드백 제어기를 용하 을 때 진자 시

스템의 응답 형

Fig. 3 Waveform of the pendulum system response by 

using a generic state feedback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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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의 상태 피드백 제어기를 용하 을 때의 제어

입력 형

Fig. 4 Waveform of the control input by using a generic 

state feedback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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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한 제어시스템을 용하 을 때의 진자 시스템

의 응답 형

Fig. 5 Waveform of the pendulum system response by 

using the proposed state feedback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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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한 제어시스템을 용하 을 때의 제어입력 

형

Fig. 6 Waveform of the control input by using the proposed 

state feedback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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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한 제어기의 라미터 수정 형

Fig. 7 Waveform of the parameter adjustment by using the 

proposed controller

6. 결  론

  본 논문은 리아푸노  이론 기반 상태 피드백 제어 알고

리즘을 제안하여 통신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의 제어에 용

하 다. 리아푸노  이론은 상태 피드백 제어기의 라미터 

추정 알고리즘을 한 목 함수를 정의하는데 용되었으며 

라미터 수정규칙은 최  강하 최 화 기법을 통해 도출하

다. 이 때 제어입력  출력 지연시간은 최  허용 시간 

상수를 용하 으며 리아푸노  미분 함수식이 항상 

negative definite으로 되도록 안정한 조건을 만족하기 한 

라미터의 최  해를 연산하 다. 제안한 제어 알고리즘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을 실시하 으며 

기존의 상태 피드백 제어시스템도 함께 시뮬 이션을 실시

하여 그 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 향후 연구는 실시간 테스트 베드를 제작  실험을 

통해 실 용 가능성을 검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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