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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or 시스템에 대한 잔여외란을 고려할 수
있는 외란관측기를 설계한다. 기존의 외란관측기 설계는 시스템의
전체 안정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Descriptor 시스템이 아닌
경우의 DOB의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잔여외란을 고려하는
DOB는 전체 안정도를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에
Descriptor 시스템에 대한 안정도와 외란관측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리아프노프 후보함수를 선정하고 안정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잔여외란을 고려할 수 있는 외란관측기를 설계하였다.
Abstract

1. 서

론

Descriptor 시스템의 동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1)
여기서 ∈ 은 상태변수, ∈ 은 입력변수이고
∈ 은 미지의 외란이다. 행렬 ∈
은   ≤ 
일 수 있다.
Descriptor 계통에 대한 가제어성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
념들이 필요하다.
정의 1
1.    ≠  이면 pencil   는 Regular이다.
2.   deg det     이면   는 Impulse free
이다.


이 경우 추정오차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다.



여기서
외란의 변화율이 영이라고 가정한다면 추정오차는 영으로 수렴하
게 된다. 위의 DOB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도와는 별개로 설계되
어 있다. 그러므로 외란의 설계에 있어서도 Descriptor 계통의
동특성을 고려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DOB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DOB 설계와 전체시스템의 안정도에 있어서 추정오
차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상태에 안정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전체 시스템의 안정도와 추
정오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안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DOB를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DOB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전체시스템의 안정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Descriptor 계통의 안정도 해석에 있어서의 특
징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Descriptor 계통의 안정도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시스템과 같이 리아프노프 후보함수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2)
미분은 다음과 같다.
       

(3)








×







       
       

그러므로 안정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4)
그러나 위의 조건은  ≤  이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P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5)
  
식(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6)






2.1 문제 설정




     
        




론

Descriptor 시스템은 Singular system이라고도 하며 항공기
모델, 전기회로시스템, 전력시스템과 경제시스템 등의 응용 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 Descriptor 시스템은 상태방정식과 대수방정
식이 결합된 형태로 기존의 모델보다 더 광범위한 모델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Descriptor 시스템은 지난 20년 동안 광범위하
게 연구되어 왔으나 impulse free와 regularity와 같은 사항 들
을 고려해야 한다[1]{2}. 일반 상태공간 모델에서의 응답은 일정하
나 descriptor모델은 implusive dynamic 모드, finite 동특성 모
드, nondynamic 모드 등 3가지 모드를 가질 수 있는 반면 기존
모델은 finite 동특성 만을 가진다. Descriptor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도는 정의되지 않으며 임의의 초기 외란에 의해서 불안정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Descriptor 모델의 안정도 해석과 제어문
제에서 있어서 기존의 모델를 다루는 경우보다 복잡하다[3][4]. 시
스템에 외란이 존재하는 경우, 외란을 추정하여 보상하는 외란관
측기 기반 제어방법이 있다. 기존의 외란관측기 들은 그 설계에
있어서 전체 안정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외란이 과도추
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를 다룰 수 없으므로 잔여외란을
고려할 수 있는 DOB가 일반모델에 대해서 제안되었다[5].
Descriptor 모델에 대한 기존의 DOB 설계는 전체시스템의 안정
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모델에서의 설계와 유사하지만
잔여오차를 고려하는 DOB의 설계는 전체시스템의 안정도를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Descriptor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의 어려
움이 수반된다. 본 논문에서는 Descriptor 계통에 대한 DOB를
설계함에 있어서 전체 계통의 안정도를 고려하여 잔여외란을 고
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본

3.      의모든 근의 실수부가 음수이면 안정하다.
4.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식(1)의 Descriptor 계통은
Addmissible 하다고 한다.
위의 계통에 대해서 DOB는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  





×

        

여기서     이다.
이 경우 Descriptor 계통의 안정도를 위해 리아프노프 함수를 다
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다.
             
(7)
 
  
여기서         
위의 리아프노프 후보함수를 응용해 새로운 DOB를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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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로운 DOB

새로운 DOB를 유도하기 위한 Lyapunov 후보함수는 다음과
같다.


          
 

(9)









  
        
  



후보함수의 미분은 다음과 같다.










            



  

(10)



    
         






 





≤      
 


안정한 제어기는 이미 설계되어 있어서  는 안정하다고 가정
하였다.
새로운 DOB는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11)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 

  

(12)


<그림 3> 제어성능 비교











≤   

   

  



그러므로
이면
추정오차가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이므로 다음과 같이 외란
(13)



  


<그림 4> 제어입력

2.3 시뮬레이션

다음과 같은 Descriptor 계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룬다.
    





  



 



 

 
       
     

 
      



      







  
          
       

3. 결

론

Descriptor 시스템에 대한 잔여외란을 고려할 수 있는 외란관
측기를 설계한다. 기존의 외란관측기 설계는 시스템의 전체 안정
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Descriptor 시스템이 아닌 경우의
DOB의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잔여외란을 고려하는 DOB는
전체 안정도를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에 Descriptor
시스템에 대한 안정도와 외란관측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리
아프노프 후보함수를 선정하고 안정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잔여
외란을 고려할 수 있는 외란관측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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