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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시간 지연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의 delay-dependent 제한 보조 정리를 제시한다.
Lyapunov-Krasovskii Functional 방식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분
석하고 zero equality를 활용하여 덜 보수적인 안정성 기준을 제
안한다. 또한, 엄격한 선형 행렬 부등식 형태로 안정성 기준을
나타내어 numerical한 관점에서 우수한 기준을 도출한다. 수치
적 예제를 통해 제안된 안정성 기준의 우수성을 검증한다.
Abstract

1. 서

론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은(Markovian jump system)은 마르코브
프로세스를 따르는 부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 모델으로 갑작
스러운 변화와 같은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져
공정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파워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모델링에 활용된다. 특이 시스템(singular system)은 시스템의
동적 특징을 미분 방정식으로, 정적 특징을 대수 방정식으로 표
현하여 state-space 시스템보다 현상을 더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시간 지연이란 다양한 시스템에서 필
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간 지연이 존재하는 시스템의 안
정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편, 실제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외란은 시스템의 안정성
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외란 역시 필연적으로 발
생하기 때문에 외란에 강인한 제어기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외란에 강인한 제어 이론 연구로서 외란과 시
스템 출력 간 전달 함수의  norm을 다루는 제한 보조 정리
(bounded real lemma)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간 지연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의  norm을 고려한 delay-dependent 제한 보조 정리
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delay-dependent
제한 보조 정리를 엄격하지 않은 선형 행렬 부등식의 형태로 나
타내었는데, 이는 numerical computation 관점에서 취약하고 제
어기를 설계할 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delay-dependent 제한 보조 정리를 엄격한 선형 행렬 부등
식의 형태로 나타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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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을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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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시스템 상태, 목표 출력, 외란을 나타내
고
이다. 행렬 는 특이 행렬로 가정한다.  는
를 만족하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시간 지연,   는
해당 구간에서 연속인 초기 함수이다.    ≥ 는 마르코브
체인으로   의 값을 갖고 각 원소 간 전이 확률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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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모드  에서  로의 전이 비율이다. 편의성을 위해
프로세스    일 때 첨자  를 이용해 모드 의존 행렬을
      와 같이 나타낸다. 또한, 특이 행렬  를 다루기
위해 행렬      를 추가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정의 1.
시간 지연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의 확률적 허용성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외란이 없는 시간 지연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이
모든  ∊  에 대해 det    ≠  을 만족하면 시스템은
regular하다.
2) 외란이 없는 시간 지연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이
모든  ∊  에 대해 deg det       를 만족하면
시스템은 impulse-free 하다.
3) 외란이 없는 시간 지연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에
서 다음을 만족하는 스칼라    ∙ 가 존재하면 시스템은
확률적으로 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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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란이 없는 시간 지연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이
모든  ∊  에 대해 regular, impulse-free하고 확률적으로 안정
할 경우 확률적 허용성을 갖는다.
정의 2.
입력과 외란이 없는 시간 지연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
템이 확률적 허용성을 갖고 zero initial condition에서 아래 조건
을 만족하면 시스템은  performance  에 대해 확률적 허용
성을 갖는다.
    ≤    
위의 정의들을 기반으로 아래의 Delay-dependent 제한 보조 정
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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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문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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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elay-dependent 제한 보조 정리

∊

    

            

∞

만약 스칼라 , 가 주어졌을 때 모든 에 대하여 아래의
LMI를 만족하는 양의 정부호 행렬
, 대칭 행렬  , 비
특이 행렬 , 행렬
이 존재하면 시스템
(1)은 performance 에 대해 확률적 허용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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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제에 대해 주어진  performance index  에 따른
최대 허용 시간 지연(  )과 최대 허용 시간 지연(  )에 따른  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0.85
1.00
1.15
1.30
[1]
0.3945
0.4987
0.5862
0.6597
[2]
0.5553
0.6964
0.7943
0.8599
proposed 0.6524 0.7444 0.8139 0.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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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 따른 최대 허용 시간 지연

           
           
 
      




[1]
[2]



proposed

         
            
증명:

확률적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확률적 리아푸노프 함
수와 벡터를 사용한다.
             
       


   
        
        


             
 


또한, 증명을 위해 Jensen 적분 부등식과 아래의 zero
equality들을 사용한다.
 












  













 

 

3. 결

 



분량 관계로 자세한 증명은 생략한다.
2.3 예제

For mode 1:



   

  
      
 
  

               
 

  



     
     

 
  


              
  

  



론

[참 고 문 헌]

제안하는 delay-dependent 제한 보조 정리를 통해 얻은 결과
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치적 예제는 아래와 같다.

For mode 2:

0.8
1.6857
1.1608
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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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1762
1.0046
0.9222

본 논문에서는 시간 지연을 갖는 특이 마르코브 점프 시스템
의 delay-dependent 제한 보조 정리를 제시하였다. Zero
equality를 활용하여 덜 보수적인 안정성 기준을 제안하였고, 엄
격한 선형 행렬 부등식 형태로 나타냈다. 수치적 예제를 통해
제안된 안정성 기준이 덜 보수적임을 검증하였다.

           


        


0.6
1.0021
0.8920
0.7803

위 예제에 대해 주어진  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최대 허용
시간 지연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어진 최대 허용 시간
지연에 따라 더 작은  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기존 연구 결과보다 덜 보수적인 안정성 기준을 확보
했음을 알 수 있다.



  



0.5

0.8573
0.8029
0.6675

<표 2> 최대 허용 시간 지연에 따른 최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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