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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시간 퍼지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일치 기반 대형 추종 제어기

Consensus-Based Formation Tracking of Fuzzy Multi-Ag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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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ddresses a design technique for formation tracking controllers of discrete-time Takagi—Sugeno 

fuzzy multi-agent systems based on consensus. The interconnection topology among the agents is expressed as a 

digraph. The design condition is represented in terms of linear matrix inequalities. Numerical example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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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개체(multi-agent) 시스템이란 단일 개체만으로는 완수

하기 어렵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을 다개체가 효율

으로 처리하여 단일 개체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

다. 다개체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개체의 정보를 

수집하여 각 개체에 할당된 분할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체 목표를 달성한다. 이러한 동작 행태는 자연계에서도 쉽

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로 물고기나 새들은 군집이동에 

의해 먹이를 쉽게 확보하고 개별 개체의 에 지 소비를 

임으로써 단일 개체보다 효과 으로 생존한다.

군집이동을 한 형제어(formation control) 방식은 크

게 행동기반(behavior-based) 근법, 가상구조(virtual struc

ture) 근법, 선도-추종(leader-following) 근법, 상태일치

(consensus) 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동기반 근법은 

장애물 회피 는 목표지 으로의 이동 등의 행동의 목 에 

따라 각 개체에 다른 가 치를 부여하여 제어하는 방식이다

[1]. 따라서 다양한 임무수행에 효과 이며, 분산제어 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수식  구 이 어려워 체 형의 안정

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가상구조 근법은 먼  원하는 형

태의 가상구조를 하나의 강체(rigid body)로 가정하고 각 개

체들이 이 구조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제어방식이다[2]. 형

을 유지하기 쉬운 장 이 있으나 분산제어가 어려우며 각 

개체들간의 치정보 달을 해 역 통신이 필요하다. 

선도-추종 근법은 미리 정해진 궤 을 갖는 선도 개체의 

움직임을 추종 개체들이 따라가면서 형을 유지하는 제어 

방식이다[3]. 다른 제어기법들보다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확

장이 용이하다. 하지만 선도 개체에 한 추종 개체의 피드

백이 없어, 만약 추종 개체가 고장난다면 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반 로 선도 개체가 고장나면 체 형이 마비된

다. 상태일치 근법에서는 네트워크를 유향그래 (digraph)

로 나타낸다. 각 개체들은 모든 개체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네크워크 내에서 직  연결된 개체들의 정보만을 수

집하기 때문에 넓은 통신 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 이 있

다[4, 5]. 그러나 련 연구들은 부분 개체가 선형 동역학

으로 표 된 경우이다[6-9]. 하지만 실제로 개체는 비선형 

시스템인 경우가 많다[10].

타카기—수게노(Takagi—Sugeno: T—S) 퍼지모델은 비선

형 제어에 매우 효과 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11]. 그러나 

T—S 퍼지모델 기반 비선형 다개체 시스템의 연구는 미진

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그래  이론 기반 근법에 의하여 

구성된 형의 동역학은 행렬 형태의 발화도를 갖게 됨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  이론을 근법에 의한 상태일치에 

기반한 형 제어 기법을 논한다. 각 개체는 T—S 퍼지모델 

형태의 비선형 시스템임을 가정한다. 다개체 시스템의 안정

도를 보장하는 퍼지제어기의 설계조건을 선형행렬부등식(lin

ear matrix inequality: LMI) 로 표 한다. 한 다개체 시스

템이 형을 이루도록 하는 추종 제어기를 설계한다. 수치

 제를 통해 제안한 기법의 효용성을 입증한다.

2. 사 지식

그래 는 로 표 한다. 여기서  

는 노드(node)의 유한한 집합이며 는 로 구성

된 엣지(edge)의 집합이다. 그래 에서 노드는 다개체 시스

템의 개체를 의미하고 엣지는 두 개체 사이의 통신 여부  

방향을 나타낸다. 경로(path)는 서로 겹치지 않는 엣지이거

나 는 그러한 엣지들을 순차 으로 나열한 것이다.

각 엣지를 구성하는 두 노드는 서로 인 (adjacent)하다고 

하며, 이에 한 인 행렬(adjacent matrix) 

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는 인 경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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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으로 정의한다. 는 라 라시안 행렬(Lap

lacian matrix) 로 다개체 시스템의 네

트워크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차수행렬(degree matrix) 

는 각행렬이며 번째 노드로 들어오는 엣지의 

개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래 에서 모든 노드로 정보를 달할 수 있는 노드가 

한 개 이상 존재한다면 그 그래 는 표면 으로 강하게 연

결(quasi-strongly connected)되어 있다고 하며 그 경로들의 

집합을 신장트리(spanning tree)라고 한다. 신장트리가 모든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그래 는 강하게 연결(strongly 

connected)되어 있다고 한다. 

은 도식화되어 있는 각 개체들의 연결상태를 수식 으

로 표 하는데 용이하다. 의 각 행의 합은 언제나 이므

로 고유벡터가 인 고유값 을 최소한 

한 개 이상 갖는다. 을 제외한 나머지 고유값들의 치는 

거쉬고린의 정리(Gershgorin's theorem) 에 의하여 복소수 

평면의 우반면에 존재한다. 특히 그래 가 신장트리를 포함

하고 있다면 은 고유값 을 오직 한 개만 갖는다

[12].

는 크로넥커 곱(Kronecker product)이며 한 차원의 

행렬 , 에 하여 로 계산한다. 

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한 행렬 , 스

칼라 에 하여 이고 

.

( )번째 개체가 다음의

T—S 퍼지모델로 표 가능하며 개의 개체로 구성된 다

개체 시스템을 고려하자. 여기서 , 

는 상태변수, 는 제어입력이다. , 

는 반부 변수이며 는 번째 규칙에

서 번째 반부변수의 퍼지집합이다. 싱 톤 퍼지화, 곱셈

추론, 심값 평균 비퍼지화에 의하여 번째 개체의 역 

동특성은 아래와 같이 표 된다.

(1)

여기서

이며 는 번째 개체 내에서 번째 반부 변수 

의 퍼지집합 에 한 소속도를 나타낸다.

(1)의 형태의 개의 개체의 네트워크는 그래  로 표

된다.

가정 1: (1)은 안정하다.

가정 2: 는 제어가능하며 는 행계수(ful

l row rank)를 갖는다.

가정 3: 는 신장트리를 포함한다.

참고 1: 가 행계수를 갖는다면, 다음을 만족

하는 유사역행렬(pseudo inverse matrix) 

가 존재한다.

여기서 는 항등행렬이다.

참고 2: 가 신장트리를 포함한다는 것은 내에서 모든 

노드에 정보를 달할 수 있는 한 노드가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퍼지 다개체 시스템의 형 추종제어

형을 형성한 번째 개체의 추종신호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자.

여기서 은 공통 추종신호이고, 는 에서 번째 개체까

지의 상  치이다.

정의 1: 임의의 기값 와 에 해서

(2)

이면 다개체 시스템은 근 으로 형을 이루어 추종신호

를 추종한다.

다음의 퍼지 제어기를 도입하자.

(3)

여기서 , 는 제어이득 행렬이다. 

, 와 를 

정의하면 (3)은 다음과 같이 축약하여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다.

번째 개체의 추종오차 를 정의하면 

에 한 동역학은 다음과 같다.

(4)

가정 3에 의해 의 고유값 에 응하는 고유벡터

는 이므로 다음을 만족하는 비특이행렬 가 존재

한다.

여기서 는 고유값 을 제외한 나

머지 고유값들을 원소로 갖는 각행렬이고, 

는 이에 응되는 고유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이다[7].

다개체 시스템의 각 개체가 모두 추종신호에 도달했을 때

의 발화도를 로 가정하면 (4)는 다음식과 등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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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5)는 좌표변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

된다.

(6)

여기서

(7)

참고 3: T—S 퍼지 시스템은 입력값의 논의 역

(universe of discourse)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범용 근사법

(universal approximator)이다. 즉, 상태변수 를 반부 변

수 로 사상(map)하는 단사(one-to-one)함수가 존재하며, 

일 떄 이다. 따라서 섭동 

임을 찰할 수 있다.

보조정리 1: 섭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시스템

이 지수 으로 안정하다면 (1)은 근 으로 형을 이루며 

궤 을 추종한다.

증명: 섭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좌표변환된 다개체 시

스템 (6)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서 는 

행렬들이다. 모든 에 하여  

, 가 안정하다면 일 

때 이다. 여기서 는 의 번째부터 

번째까지의 요소로 구성된 부벡터(subvector)이다. 가정 1

에 따라 이므로 다음의 조건이 만족한다.

따라서 (1)의 는 에 수렴한다.

다음 정리는 (1)의 가 를 추종하기 한 제어기 설계

조건을 제시한다.

정리 1: 의  고유값을 제외한 모든 고유값 

에 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차원의 

, 와 가 존재하면 다개체 시스템 (1)은 

형을 이루며 궤 을 추종한다.

(8)

여기서 이다.

증명: 에 하여 다음 리아푸노  함수 

를 사용한다. 모든 에 하여 는

과 등가이며 동형사상(homeomorphism)에 의해 다음식과 같

이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추종신호를 제외한 다개체 시스템은 보조정리 1을 

만족한다.

참고 4: 에서 만 존재하는 경우 모든 개체는 를 추

종하며, 만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정지된 형을 형성한다.

4.   제

동특성이 (1)로 표 되는 비선형 다개체 시스템을 고려하

자. 각 개체들은 그림 1의 네트워크를 구성함을 가정한다.

그림 1 4개 개체의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그래

Fig. 1 Graph for the network of four-agent system 

여기서

이고 , 이다. 각 개체들이 그림 

1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이 그래 는 다음과 같이 가정 

3을 만족시키는 라 라시안 행렬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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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을 이용하여 설계된 제어이득은 다음과 같다.

기값을 

으로 설정하자. 추종신호는 다음과 같다.

그림 2에서 다개체 시스템의 상태가 , 로 표 된 

형을 이루어 을 추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4

에 언 했듯이, 만 존재하는 경우 다개체 시스템이 로 

상태일치됨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만 존

재하는 경우 다개체 시스템이 형을 이룸을 보인다.

그림 2 형 추종 ( 색 실선: 1번째 개체, 청색 일 쇄선: 2

번째 개체, 녹색 선: 3번째 개체, 하늘색 선: 4번

째 개체)

Fig. 2 State tracking control

그림 3 상태일치 궤도 추종 ( 색 실선: 1번째 개체, 청색 

일 쇄선: 2번째 개체, 녹색 선: 3번째 개체, 하늘

색 선: 4번째 개체)

Fig. 3 State tracking control without information of formation

그림 4 형 형성 ( 색 실선: 1번째 개체, 청색 일 쇄선: 2

번째 개체, 녹색 선: 3번째 개체, 하늘색 선: 4번

째 개체)

Fig. 4 State tracking control without tracking reference

5. 결  론

본 논문은 이산시간에서 상태일치에 기반한 퍼지 다개체 

시스템의 추종  형 제어기의 설계 기법을 논하 다. 퍼

지 다개체 시스템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생성되는 발화도 행

렬로 인한 역  안정도 해석의 어려움을 논하 으며, 본문

에서 이를 고려한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설계조건은 

선형행렬부등식으로 나타내었으며, 모의실험에서 상태일치 

 형을 이루며 궤도를 추종하는 다개체 시스템의 모습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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