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3, No. 11, pp. 1594～1601, 2014

http://dx.doi.org/10.5370/KIEE.2014.63.11.1594

1594

도시 철도 차량의 자동주행을 위한 LQ-서보 제어기의 설계

LQ-Servo Design for Automatic Train Control of Urban Rail Vehicle

김 창 *․김   용**․이   주*․이 형 우†††

(Chang-Hyun Kim․Yong Kim․Ju Lee․Hyung-Woo Lee)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LQ servo control method for the automatic train control of urban rail vehicle. 

Structures of the conventional PID control and LQ servo controller are compared in order to demonstrate the simplicity 

of the proposed controller which doesn't have zeros of the closed loop systems. The energy consumption is dealt with as 

an object function to be minimized, which consists of the quadratic performance indices for optimal control with the input 

of the feedback lineariz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by the practical example,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P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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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 철도 기술의 발 , 경 의 효율화, 승객의 쾌 한 승

차감 등의 다양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도입된 자동열차운

행장치(ATO : Automatic Train Operation)와 자동열차제어

(ATC : Automatic Train Control) 기법은 기 사의 수동운

을 신하여 안정  열차 운행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1]. 이 자동열차제어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

 제어기법인, PID 제어기법은 기  입력 값과 궤환 값의 

오차에 미분, 분, 비례 계수를 보상하여 열차에 가해지는 

양, 음의 힘을 자동 조 하여 열차의 역간 주행제어를 한다

[1-3]. 이는 비교  간단한 설계 방법  단순한 제어기 구

조를 가지고 있으나 추진/제동 시 주행에 지 소비가 크다

고 알려져 있다[4, 5]. 이는 제어기 설계 시 주행에 지 소비

를 고려할 수 없고, 폐루  시스템 을 포함하는 구조로 

시간 역의 입, 출력을 오 라인에서 측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있다[1]. 

이런 PID 고  제어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 제어 

알고리즘을 용하여 주행 시 소비에 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1]. 그러나 용된 최 제어 

기법은 소비에 지를 직  교차 성능 지수로 고려하지 못했

으며 추종명령에 추가  스 일링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구

조로 이 져 있다[6].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자동주행을 

해 사용되는 고  제어기인 PID 제어기의 구조를 분석하

여 구조  한계를 보 으며, 명령 추종 성능, 입력 에 지, 

소비 에 지를 직  성능지수로 사용하는 Linear Quadratic 

(LQ) 서보형 최  제어기를 제안하고 도시형 철도 시스템의 

자동주행에 용하여 고 제어기의 성능과 비교 분석하 다

[7, 8]. 제안된 LQ 서보형 제어기는 폐루  시스템의 이 

없는 간단한 구조이며, 자동주행 시스템의 비선형 특성을 궤

환 선형화 입력을 통해 제거하 다. 한 궤환 선형화를 

해 사용된 입력과 소비에 지에 한 상 함수의 충분조건

을 유도하여 LQ 서보 제어기 설계에 직  가격함수로 용

하 다. 

제안된 LQ 서보 제어기와 PID 제어기의 성능 분석을 

해 서울시 6호선 1편성을 상으로 모의실험을 하 다[1, 9]. 

실험의 시간 역의 거리, 속도, 가속도의 응답특성과 승객

의 승차감과 한 계가 있는 져크 한계 특성의 비교로 

이 졌다. 한 가격함수의 교차 상 함수로 선정된 소비에

지의 감 효과를 그림  표로 비교 분석하여 제안된 최

제어기의 유용성을 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은 도시철도의 동열

차의 수학  모델링, 2장은 고  제어기인 PID, PI, PD 제

어기의 구조 분석, 3장은 제안된 LQ 서보 제어기의 설계 방

법을 보 으며, 4장은 고  제어기와 LQ 서보제어기의 성능

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최종 결론을 통해 제안된 LQ 서보 제어기의 유용성과 추가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2. 동열차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질량을 가정한 열차 시스템을 뉴턴의 운

동방정식을 기반으로 시간에 따른 치, 속도, 힘에 한 미

분방정식 (1)과 같이 수학 으로 모델링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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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t : 시간(sec)

x(t) : 열차의 치(m)

v(t) : 열차의 속도(m/sec)

  : 열차 가속도(m/sec2)

M : 열차의 질량(kgf․sec2/m)

W : 열차의 무게(ton)

f(t) : 열차에 가해진 힘(f)

r(v(t)) : 열차의 주행 항(kgf/ton)

g(x(t)) : 열차의 구배 항(kgf/ton)

본 논문에서 열차는 비경사로를 운행하다고 가정하여 구

배 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도시철도 차량표  규격에 의한 지하구간 주행 항은 식 

(2)와 같다[9].

    (2)

여기서,

V(t)   :    열차속도(km/h)

a=1.867  :    기계부분 항

       b=0.0359 :   차륜답면과 일간의 항,

       c=0.000745  : 공기 항과 차량동요 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6호선 동차 8량 1편성 열차를 고

려하 다. 이는 제안된 제어기의 타당성 검증을 해 참고

문헌[1]의 차량 재원과 동일한 공차 량 W=Mg인 272(ton)

을 용한 것으로 도시철도차량의 도차 표  규격에 명시

된 동차 최  량을 과하지 않으며 1량당 공차 량은 

34(ton)이다[9]. 수학 모델식 표 에는 공차 량만 고려되었

고 되며 기타 자세한 차량제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료

를 참고할 수 있다[11]. 주행 항 계산을 한 열차속도의 

단 를 km/h에서 m/sec로 환산하면 모델 식 (1)은 다음과 

같은 상태방정식 (3)으로 표 된다.

    

   

    ∙ ∙    ∙ 


 

(3)

여기서 g, x1(t)와 x2(t)는 각각 력가속도 9.8m/sec
2
, 열

차의 치  속도이다.

궤환 선형화 기법을 용해 입력 f(t)를 다음 식 (4)와 같

이 선정할 때 비선형 상태 방정식 (3)은 식 (5)와 같이 선형

화 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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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 

   sec ≤ 

   sec ≤ 

   sec ≤

    (6)

 속도 추종 입력은 라 라스 변환으로 다음 식 (7)으로 

표 된다. 

   



  


  


        (7)

열차의 치 추종 입력은 추종 속도 식 (7)로부터 분을 

통해 식 (8)과 같이 얻을 수 있다. 

   



  


  


        (8)

α=25sec, β=65sec 일 때 치, 속도, 가속도의 기  입력

은 각각 그림 1, 2와 3과 같다. 

그림 1 거리 기  입력

Fig. 1 Desired distance reference 

  

그림 2 속도 기  입력

Fig. 2 Desired velocity reference 



기학회논문지 63권 11호 2014년 11월

1596

그림 3 가속도 기  입력

Fig. 3 Desired acceleration reference 

3.  고 제어기

선형 시스템을 한 고  제어기는 출력 피드백을 이용한 

PID 제어기가 구조  단순함과 출력 성능 때문에 산업계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일반 인 시스템  제어기 구조는 

그림 4와 같다[3]. 

그림 4 궤환제어 시스템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feedback control systems 

여기서 r, y, d는 각각 입력 기  값, 왜란, 출력 값이다. 

C(s)는 제어기로 PID 제어기의 경우 식 (9)와 같이 표 된

다. 

 







      (9)

치필터  왜란의 향을 고려하지 않고 PID 제어기가 

용된 열차 자동주행 시스템의 입출력 간 달함수는 상태

방정식 (5)과 PID 제어기 식 (9)로부터 식 (10)와 같이 나타

난다.

   





  








 






(10)

PI  PD 제어기가 용된 경우의 달함수는 각각 식 

(11)과 (12)이다. 

   



 













      (11)

   





 









      (12)

고  제어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ID, PI, PD제어

기의 경우 폐루  시스템의 극 을 원하는 곳으로 치시킬 

수 있는 극 배치법을 용할 수 있는 제어기는 PID, PD 

제어기이다. PI 제어기의 경우 식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 극    은 다음 식 (13)의 계를 가진다.




















              (13)

PI제어기를 용할 경우 가장 작은 우세 극 은 -0.0327

로 이 보다 작게 설정할 수는 없다. 이 우세극 은 비교  

원 에 가까워 시스템이 안정하기는 하나 차륜답면과 일

간의 항을 무시할 경우 명령 추종의 큰 오버슈트를 발생

시킨다.[2, 3] 한 PID 제어기에 의한 폐루  시스템은 2차

의 을 갖는 시스템으로 고주  잡음의 향이 크며 2개

의 우세극 에 의한 제어기 설계 시 PD 제어기와 유사한 

시간 역 응답을 보이기 때문에 자동 주행 시스템의 고

제어기로는 PD 제어기의 사용이 주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2]. 한 동열차의 수학  모델식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 자체가 분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제어

기 없이도 단  계단 입력에 한 정상상태오차를 발생시키

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LQ서보 제어기와 PD 

고  제어기의 성능 비교를 통해 제안된 제어기의 효용성을 

검토하겠다[8].

4. LQ-서보 제어기

출력 궤환을 이용한 LQ 서보 제어기는 LQR 제어기에서 

출력 궤환과 상태 궤환을 분리 하여 제어하는 구조로 그림 

5에 나타내 있다[7].

여기서 시스템 행렬은 다음과 같다. 




 


 


 



 



            

입력 u(t)는 식 (14)로 표 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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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제어게인 K는 다음 성능 지수식 (15)을 최소화 하는 

입력으로 정해진다.





        (15)

그림 5 LQ-서보 제어 시스템의 구조

Fig. 5 Structure of LQ-servo control system

이 때 Q, R은 각각 양의 반한정 칭의 상태 가 치 행

렬  한정 칭의 입력 가 치 행렬이다. N은 상태와 입력

의 교차 향을 고려하는 가 치 행렬이 된다. 

LQ 서보 시스템에 의한 입출력 달함수는 식 (16)와 같

다. 




 

             (16)

시스템 행렬을 용하면 다음 식 (16)는 식 (17)로 표 된

다.
















          (17)

제안된 출력 궤환을 이용한 LQ 서보 시스템은 PID 고  

제어기와 다르게 시스템 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 의한 진동  주 수역 향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간

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한 시스템의 극 을 모구 원

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는 극 배치 기법을 용할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다. 

열차의 주행에 따른 체 소비 에 지는 열차에 가해지는 

힘 f(t)과 열차의 속도 x2(t)의 곱에 분을 취해 식 (18)으

로 구할 수 있다. 





                (18)

 식 (18)은 식 (4)로부터 다음 식 (19)과 같이 표 된다. 






 

       (19)

분식 내부의 x2(t)에 한 3차 다항식 (20)은 3차 이상

의 고차 함수를 무시한 테일러 수 식 (21)에 의해 식 (22)

으로 근사화 할 수 있다. 

 

              (20)

 ≈ ′   ″   (21)
 





   

   


        (22)

가격함수 내의 상수 부분은 최  입력 게인 산정에 향

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x2(t)의 1차 함수 식 

(23)은 부등식 정리에 의해 부등식 (24)이 성립한다.


             (23)


  

≤


  

 

    (24)

부등식의 좌변은 우변 보다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성

능 지수 내의 식 (23)이 용되어 얻어진 최  가격함수 값

은 식 (24)의 우변으로 인한 최  가격함수 보다 작거나 같

은 값을 보장하는 충분 조건이 된다. 한 상수 부분은 가

격함수의 인자가 아니므로 가격함수에 선정 시 무시할 수 

있다. 최종 으로 LQ 서보 제어기 선정을 한 성능 지수 

함수는 식 (25)으로 선정할 수 있다.







 

     (25)

여기서    

이고    은 각각 

상태, 입력, 체소비에 지에 한 가 치로 제어기 설계 

시 고려될 수 있는 설계 인수가 된다. 제어기 설계 시 각 

부분에 한 요도  크기 스 일링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제어기 게인 K는 정상상태 시불변 수 Riccati 식 (26)

의 양의 한정 해 P로부터 식 (27)로 얻어진다[13].

                  

(26)

                (27)

여기서 



 
 




   






이다.

LQ 서보 최 제어기는 고  PID 제어기 용 시 고려할 

수 없었던 각 상태, 입력, 소비 에 지에 한 성능을 고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태 가 치 선정은 설계자가 고려하

고자하는 설계 사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5. LQ-서보 제어기와 고 제어기 성능 분석

철도 차량 시스템은 선형화된 식 (5)로 얻어지고 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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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행렬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비교 분석을 한 고  제어기는 에서 설

명한 로 PD 제어기를 용하 고 제어 게인은 

         이다[1]. PD 제어기의 게인은 

동일한 열차 제원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참고 

문헌[1] 에서 제시한 수치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되

는 최종 주행 소비에 지를 최소화하는 PID 게인을 선정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최 화를 한 가격함수와 일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PID 제어 기법[14-16]에 비해 

비교, 분석의 타당성이 비교  합리 이라 단되어 선정하

다.

제안된 LQ서보 제어기의 설계를 한 2차 성능 지수는 

다음과 같다. 




 
 



    



 





수 Riccati 식 (26)와 최  제어 게인 식 (27)에 의해 

얻어진 LQ 서보 제어기 게인 값은   이며 

입력 u(t)은 식 (14)에 의해   

이 된다.

그림 6 LQ-서보와 PD 제어기의 거리응답 비교

Fig. 6 Comparison of distance response with PD and 

LQ-servo controllers

그림 6은 PD와 LQ서보 제어기에 의한 거리 응답을 비교

한 것이다. 두 응답 모두 시스템이 분요소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정상상태 오차를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응답 

시간은 PD 제어의 경우 다소 빠르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오버슈트값은 0.68m 이상이 된다. 이는 약 0.05%의 오버슈

트로 일반  제어 에서 높은 수치는 아닐 수 있으나 철

도차량 주행 시스템의 특성 상 오버슈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동차가 정해진 랫폼 라인에 안착하는 정상상태로 근

하기 해 주행 진동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실제 주행 

시 , 후진을 반복해야 하는 자동주행 경로를 나타내게 된

다. 이는 실제 허용되지 않는 경로이므로 실제 용 시 정

상상태 근 에 수동 환 후 속도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안된 LQ서보 제어기의 경우 

오버슈트 없이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동 환 없이 

자동주행으로 경로 도달이 가능함을 보여 다. 한 정상상

태 정착 시간이 진동하는 PD 제어기보다 LQ서보 제어기가 

짧기 때문에 좀 더 긴 승강장 정차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7 LQ-서보와 PD 제어기의 속도응답 비교

Fig. 7 Comparison of velocity response with PD and 

LQ-servo controllers

그림 8 LQ-서보와 PD 제어기의 속도응답의 오버슈트 비교

Fig. 8 Overshoot of velocity response with PD and 

LQ-servo controllers

그림 9 LQ-서보와 PD 제어기의 속도응답의 언더슈트 비교

Fig. 9 Undershoot of velocity response with PD and 

LQ-servo cont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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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Q-서보와 PD 제어기의 져크응답 비교

Fig. 11 Comparison of jerk response with PD and 

LQ-servo controllers

그림 7은 속도 응답의 비교를 나타내며 PD 제어기의 경

우 일정 속도 구간으로 진입하기 과 승강장 진입 에 각

각 오버슈트와 언더슈트 응답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과 9에서 오버슈트와 언더슈트 구간을 확 하여 PD 

제어기와 LQ-서보 제어기의 차이를 보 다. PD 제어기의 

경우 속도 로 일이 좀더 근 한 응답을 보이고 있어 상

승시간이 뛰어남을 알 수 있으나 그림 8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버슈트와 언더슈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25sec 의 

오버슈트는 다음 그림 10의 가속도 응답에서 보이는 격한 

가속도 변화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승차 안정감 감소가 

상된다.  90 sec 근방의 언더슈트는 그림 6에서 보인 승

강장 진입  오버슈트의 원인이 된다. 제안된 LQ 서보 제

어기의 경우 이런 오버슈트와 언더슈트가 없는 응답을 보여 

시스템 안정성  승차감 향상이 상된다. 이는 그림 9의 

져크 응답 곡선을 통해 정량 으로 고려되었다.

그림 10 LQ-서보와 PD 제어기의 가속도응답 비교

Fig. 10 Comparison of acceleration response with PD and 

LQ-servo controllers

열차의 가속도를 미분하면 져크 Jk(m/sec
3
)가 식 (28)과 

같다. 

 sec  
 

               (28)

동열차의 운행 시 승객의 승차감을 한 져크 한계는 

0.8m/sec
3
로 도시철도차량표 규격에서 정하고 있다[9]. PD, 

LQ 서보 제어기 각각 0.674m/sec3 와 0.258m/sec
3
로 져크 

한계는 모두 만족하고 있지만 제안된 LQ 서보 제어기가 

하게 작은 져크 값을 보이고 있다. LQ 서보 제어에 의해 

62%이상 감된 져크 한계를 보일 뿐 아니라 PD 제어에 

비해 완만한 져크 값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승객 승차감 

향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LQ-서보와 PD 제어기의 소비에 지 비교

Fig. 12 Comparison of energy consumption with PD and 

LQ-servo controllers

그림 13 LQ-서보와 PD 제어기의 입력 힘 비교

Fig. 13 Comparison of input force with PD and LQ-servo 

controllers

열차 주행에 따른 체 소비에 지 Je(J) 는 양(+)의 방

향 힘 F+(t)에 의해 열차 가속을 통해 소비되는 에 지와 

과 열차 제동을 한 음(-)의 방향 힘 F-(t)에 의해 소비되

는 에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제동 시 소비되는 

음의 방향 F-(t) 힘은 회생제동력으로 다시 차선으로 회

생되므로 체 소비에 지에서 제외되어 식 (29)과 같이 된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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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Distance
Velocity 

Overshoot

(m/sec2)

Acceleration

Overshoot

(m/sec2)

Jerk

(m/sec3)

Energy 

Consumption

(J)
Overshoot

(m)

Settling

Time (sec)

Rise

Time (sec)

PD 0.68 94.5 88.0 0.4 0.26 0.674 6.19*10
7

LQ-Servo 0 93.6 91.3 0 0 0.258 6.16*10
7

표 1 LQ-서보와 PD 제어기의 응답 특성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erformances with PD and LQ-servo controllers

  



               (29)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에 지는 PD, LQ 서보 

제어기의 경우 각각 6.19*107(J)과 6.16*107(J)이다. 제안된 

최  LQ 서보 제어기의 사용 시 0.5%의 에 지 감 효과

가 있으며 이는 1개 역간 주행 소비에 지에 해당하는 감 

효과로 모든 역에 용될 경우 에 지 감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13은 제어 입력 곡선을 비교한 그림

으로 제시한 LQ 서보 제어기보다 PD 제어기가 격한 입

력 신호의 변화를 보임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속도 추종 

성능은 PD 제어기가 뛰어나나 가속도  져크 응답 특성이 

제안된 LQ 서보 응답보다 다소 격해 안정도  승차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제어기의 체 성능 비교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거리

의 정착시간  상승시간은 각각 ±0.1m, 1m 내에 들어오는 

시간을 정착  상승 시간으로 정의하 다. 일반 인 제어 

시스템에서 정착 시간은 최종 응답의 1%～2% 내에 들어오

는 시간으로 정의되나 본 시스템은 열차 주행의 특성 상 정

확한 정착 범  선정을 해 0.008%로 선정되었다. 

제안된 LQ서보 제어기의 성능은 PD 고 제어기에 비해 

상승시간은 다소 느리지만 그 이외 성능이 우수하여 각 응

답에 한 오버슈트가 없어 자동주행 시 안정 인 승강장 

정착뿐 아니라 에 지 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승시간

이 빠른 PD 제어기의 장 을 유지하면서 오버슈트와 언더슈

트를 제거할 수 있는 게인 선정 알고리즘이 추가 으로 

용된다면 충분히 향상된 응답 특성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6. 결  론

본 논문은 도시철도 차량의 자동주행을 한 LQ 서보형 최

제어기 설계에 한 연구로 고  제어기인 PD 제어기와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제안된 방법의 우수성을 보 다. 도시 

철도 차량의 수학  모델링을 통해 고 제어기인 PI, PD, PID 

제어기 용 시의 폐루  달함수를 유도하 다. 제안된 LQ 

서보제어기 용 시 고  제어기와 달리 폐루  시스템 

이 존재하지 않아 시간 역 응답 설계 시 의 향을 고려

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구조를 이루는 장 이 있다. 한 LQ 

서보 제어기는 최  설계 기법으로 주어진 2차 성능 지수를 최

소화하는 제어기 게인을 수  Riccati식에 의해 구한다. 성

능 지수가 되는 가격함수는 상태, 입력에 한 2차 상  가

치 뿐 아니라 체소비에 지에 한 가 치를 포함할 수 있

다. 체소비에 지에 한 함수는 속도 상태와 입력 간의 교

차 가 치의 분으로 가격함수에 용되는데 이는 교차 가

치가 없는 가격함수를 한 개선된 Riccati 식의 해로부터 최

소화 된다. 제안된 LQ 서보형 최  제어기법과 고  제어기법

인 PD 제어기의 성능 비교를 해 서울시 6호선 차량의 수학

 모델을 한 가정 하에 용하여 모의 실험하 다. 실험

결과 최  제어기를 도시철도 차량 자동 주행 제어에 용할 

경우 안정  승강장 진입  정차 시간 확보할 수 있음을 보

다. 한 차량 주행 의 져크 값 감소로 승객의 안정감 향상 

 주행 소비에 지 최소화가 가능한 제어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추후 최 제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 함수

를 최소화 하는 제어기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비교

된 PD 제어기법은 져크 값  주행 소비에 지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지만 시간 역 응답의 상승시간이 빨라 승강장 도달 시

간이 최 제어 알고리즘에 비해 단축될 수 있음을 보 다. 이

를 통해 고  제어 기법에서는 PID 고정게인 사용법보다 PID 

게인 스 쥴링 방법 등 다양한 운행 환경에 따른 비선형성, 불

확실성에도 안정도  추종 성능을 보장하는 강인 최  제어

기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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