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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Fuzzy 시스템은 비선형 시스템을 여러 개의
선형화된 근사 모델로 나누어 퍼지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표현한
다. 본 논문에서는 T-S Fuzzy 모델을 기반으로 비선형 시스템
을 상태변환을 사용하여 선형화하는 문제를 다룬다. 기존의
T-S Fuzzy 기반 선형화에 있어 비선형 상태변환의 문제를 딥
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해결한 새로운 T-S Fuzzy 선형화
제어방법을 제안하고,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우수한
제어성능을 확인한다.
Abstract

1. 서

2.1.1 상태변환을 이용한 T-S Fuzzy 선형화

론

T-S Fuzzy는 비선형 시스템을 여러 개의 근사 모델로 나누
어 퍼지적으로 결합하여 입력을 만듦으로써, 근사화된 선형 모
델의 결합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비선형 시스템의 제어에 효과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1]. 하지만, 각각의 선형제어기는 시스템에
서 안정적인 상태로 설계되어야하고[2], 시스템에 불확실성과 시
간지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T-S fuzzy 시스템에 선형 제어이론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3]. 이에 T-S Fuzzy 모델을 기반
으로 상태변환을 적용하여 제어 가능한 Canonical form으로 바
꾸는 과정을 통해 선형화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4]. 그러나 비
선형 상태변환은 수학적으로 표현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통해 인공신경망을 구축하여 비
선형 상태변환관계를 확립하고 상태피드백제어를 통해 z의 고유
치를 조정함으로써, 비선형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상태변환을 이용
한 T-S fuzzy 선형화 방법과 비교하여 개선된 제어성능을 확인
한다.
2. 본

론

2.1 제어시스템 설계

<그림 2> 딥러닝을 이용한 제어시스템 블록선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모든 선형 모델들이 제어가 가능하
다고 가정한다.
  
⋯ 
 
(1)
상태변환을 통한 선형화기법을 다루기 위해 식 (2)와 같이
If-Then Rule 를 정한다.
Plant Rule  :
If   is  , ⋯, and   is 
Then        
    
(2)
       
(3)
     ,     ,     ⋯  
(4)
여기서  는 변환행렬이며,  은 If-Then Rule의 개수이다.
식 (3)의 선형시스템들을 퍼지결합함으로써 전체계통을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변환행렬  는 번째 선형 시스템을 제어 가능한 Canonical
form으로 만든다.
식 (1)의 가정에 의해, 변환행렬  은 식 (6)과 같이 얻어진다.
    
⋯ 
  ×    ⋯ 
  (6)
파라미터  는 번째 선형시스템의 특성식(7)을 통해 구해진다.
(7)
         ⋯      
식 (5)는 식 (8)과 같이 선형화 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시스템에 T-S Fuzzy를 적용하여 T-S
Fuzzy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공칭제어입력은 상태피드백제어를
통해 구성하였다. 시스템의 선형화를 위해 T-S fuzzy 상태변환을
적용한 기존의 방법과 달리, 딥러닝을 사용하여 상태간의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시스템의 전체적인 선형화를 구현하였다.
그림1은 기존의 상태변환을 이용한 제어시스템 블록선도이며,
그림2는 딥러닝을 이용한 제어시스템 블록선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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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 (9)와 같은 입력을 통해 T-S fuzzy 시스템을 제어 가능한
Canonical form으로 만들 수 있다.
         
(9)
제어입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와  간의 관계가 필요하
며, 기존의 논문에서는 비선형 좌표변환을 식 (10)과 같이 결정
하였다.




<그림 1> 기존의 제어시스템 블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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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의 식은 미분하였을 때 변환된 상태에 대한 식 (8)과의 관계
가 확보될 수 없으므로 수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비선형 상태변환을 딥러닝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2.1.2 딥러닝을 이용한 T-S Fuzzy 선형화 시스템 제어

상태변환을 통해 선형화된 시스템의 상태 z를 알고 있으므로
기존 T-S Fuzzy 모델의 상태  를 input, 선형화된 시스템의
상태   를 output으로 하는 신경망을 학습시켜 상태간의 관계
를 확인한다. 학습에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신경
망을 사용하였다.
신경망을 통해 예측된 z는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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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z를 원하는 고유치값으로 보내기 위한 공칭제어입력
(12)와 같이 구성한다.

를식

<그림 4> 기존 상태변환과 딥러닝 상태변환 z2 제어성능비교

(12)
z를 원하는 고유치  ′ ,  ′ ,  ′ , ⋯으로 만들어 시스템의 개
선된 과도응답과 정상상태응답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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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식 (13)과 같이 T-S Fuzzy model을 선정한다.
 
 
 

 
      ,    
  ,        (13)
     

    
membership 함수   와   는 식 (14)와 같이 정의한다.
sin      ≠ 

    
    


(14)
      
 

Canonical form은 식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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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 그림 4는  , 그림 5는  에 대한 제어성능을 나
타낸다. 기존의 상태변환을 이용한 선형화시스템의 제어결과 
과  의 경우, 정상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경향을 보
이는 반면, 딥러닝을 이용한 선형화시스템 제어의 경우 정상상
태에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의 경우, 기존과 비슷
한 경향을 보이지만 Overshoot와 정상상태응답에 도달하는 시간
이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기존 상태변환과 딥러닝 상태변환 z3 제어성능비교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S Fuzzy 모델에 상태변환을 이용하여 근사
화된 모델을 선형화하여 비선형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존방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T-S Fuzzy 모델의 상태값을 입력, 선형
화된 시스템의 상태값을 출력으로 하는 신경망 학습을 통해 상
태간의 관계를 알아내고, 상태변환식을 딥러닝 블록으로 대체함
으로써 T-S Fuzzy 선형화를 확립하였으며, 이를 MATLAB 시
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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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 상태변환과 딥러닝 상태변환 z1 제어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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