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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지식처리를 응용한 계산기 제어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블럭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처리 플로우.

제3도는 강편(鋼片) 내부온도의 설명도.

제4a~c도는 수직 모델의 사용조건과 수식모델의 구체예.

제5도는 중간 코우드 프로그램 작성부의 처리플로우.

제6도는 연산 코우드의 예.

제7a~f도는 프로그램 작성 과정의 설명을 위한 플로우.

제8도는 변수 변환 테이블의 예.

제9도는 인터프리터의 블럭 구성도.

제10도는 본 발명을 보다 일반화한 블럭 구성도.

제11a~c도는 본 발명을 보다 더 일반화 하여 나타낸 예를 나타낸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제어부                                200: 수식 처리부

1101 : 이동 스케주울 예측부        103 : 강편 온도 예측부

102 : 예측 계산부                        104 : 조작량 예측부

30a~30c : 비례 적분 제어장치     11 : 피가열 강편

30 : 인터 프리터                          201 : 맨머신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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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프로그램 작성부                  F1~F11 : 데이타 파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지식처리를  응용한  계산기  제어에  관한것으로  특히  제어대상  플랜트의  복수의 제어조건
(식)중으로부터  사용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식을  선택하여  제어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제어를 행
하는 지식처리를 응용한 계산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계산치  제어시스템  혹은  넓은  의미로는  정보처리  시스템에서는  제어  대상  플랜트의  제어조건으로서 
수식  모델을  프로그램으로서  표현하고  그  제어대상  플랜트의  예측제어  및  계측할  수  없는  플랜트의 
상태량의  추정(推定)등을  행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수식에는  사용상의  조건이 있으므
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몇  조(組)의  수식을  준비하고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분류한다는  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편  당초에  생각지  않았던  조건이 
발견되거나  적용  범위을  넓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식  모델의  재인식을  행하여  프로그램의 
수정,  추가를  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착오(잘못)가  생기게  되어  시스템 장
해(trouble)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와  많은  노력을 하
게 되나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완전을 기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복
잡한  플랜트나  플랜트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어  목표  그  자체가  조작자의 운
전  경험등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조업(操業)  경험을  쌓아  감에  따라  보다  좋은 
제어목표가  발견되어  수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또  조업이  방침이  변경되거나  당초의  계획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강재(鋼材)를  가열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제어목표의  수정,  추가가 필요하
게 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정, 추가를 행하게 되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따른다.

(1) 수정, 추가 프로그램에 숨어 있는 버그(bug)에 의한 시스템 트래블

(2)  수정,  추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공업  플랜트의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종류의 플랜트
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나,  그  한가지예로서  압연  플랜트에  있어서의  가열로의  온도  제어를  들  수가 
있다.  가열로는  피가열물의  품종,  치수  등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  열전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
는  일이  곤란하다.  가열로의  제어의  예로서  Rael-Time  Digital  Control  Applications(IFAC  ,  17-20 
January,  1983,  IFAC/IFIP  Simposium)이  있으나  이와  같은  제어시스템에서는  제어목표  등이 변경될
때  마다  제어프로그램의  수정,  추가등이  필요하며,  그로인한  버그가  발생하여  보완(de  bug)에  많은 
노력이  소비되고  있다.  즉  어떤  수식(혹은  수식군)이  주어졌을때  그것을  계산기에서  실행  가능한 형
태로  하는대는  수식간의  관계를  기술(記述)하는  모델을  이끌어내는  스탭,  수식을  계산기로  풀기 위
한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스탭,  그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스탭  등을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수식의  추가,  수정이  있으면  알고리즘의  수정,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
하게  된다.  또한  그  이전에  만든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과의  정합성(整合性)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
으면  안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검토,  프로그램  수정,  작성이라고  하는  작은  시스템  엔지니어든가 
프로그래머라고  불리어지는  인간이  행하게  되나,   수식으로부터  프로램으로  변환하는  각  스탭의 미
스(miss)를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서는  화력  발전소에  있어서의 터
어빈  보일러의  제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현대  제어  이론을  기초로한  시스템에서는 평가
함수(評價함數)와  제약조건식(制約條件式)이라고  하는  형태로  모델화시켜  제어를  행하는  예는 많으
며,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방식의  결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자(user)
가  수식을  입력시키면  그  수식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된  실행 프
로그램과 자동적으로 링크(link)시키는 기능을 가진 수식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수식  또는  수식과  수식  사용조건의  조(組)를  프로그램과는  독립된  데이터로  입력시켜 기
억하고,  기억한  수식의  구문해석(構文解析)을  행하여  그것에  의거하여  연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 제어대상의 제어조건 등의 수정 등을 행하는데에 특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식  사용조건은  제어대상  플랜트가  직면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어떤  수식  모델을 어
떠한  제약  조건하에서  사용할  것인가의  판단  기준이다.  즉  본  발명은  수식  모델  사용조건을 만족시
키는  수식  모델을  선택하고,  선택된  수식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실행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압연  플랜트에  있어서의  가열로의  온도  제어에  적용했을  경우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도에서  100은  제어부,  200은  수식처리부,  101은  이동  스케주울예측부,  103은  강편(鋼片)온도 예
측부,  102는  예측  계산부,  104는  조작량  예측부를  나타낸다.  30a~30c는  각  비례  적분  제어장치(PI   
Controler),  11은  가열로(10)에서  가열되는  피가열  강편이고  버너로  부터  연료가  공급되고, 노온(爐
溫)을  센서(Temp  Senser)로  검출하여  노온이  제어되는  예이다.  강편(11)은  노의 장입(裝入)측으로부
터  추출(抽出)측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목표  추출(抽出)온도로  가열된다.  제어  목표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예측  계산부(102)는  수식  처리부(200)와  결합되어  있고  최적의  승온(昇溫)곡선을  결정한다. 제
1도는 본 발명을 상기 예측계산부(102), 수식처리부(200)에 적용한 것에 특징이 있다.

즉,  예측계산부(102)는  먼저  수식처리부(200)에  대하여  노조업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제어  목표를 사
용할  것인가를  문의한다.  수식처리부(200)에서는  수식사용  조건을  노조업  데이타와  비교하여  수식을 
선택한다.  또한  수식처리부(200)에서는  상기  선택된  수식을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동  변환하여 
예측계산부(102)로  되돌려  보낸다.  예측계산부(102)는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실행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승온곡선을  결정한다.  다음에  예측계산부(102)와  수식처리부(200)의  상세를  제2도를 사용
하여  설명한다.  실선은  프로그램의  실행  플로우를  나타내고,  점선은  데이터  플로우를  나타낸다. 제2
도에  있어서  102-a~102-J는  그  처리  스탭을  나타내고  있다.  또  300은  후술하는  인터프리터를 나타내
고,  201은  유자(user)와의  대화  형식에  의해  수식을  입력하는  맨-머신(Men-machine)  처리부,  202는 
수식선택부,  203은  선택된  수식을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  작성부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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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또 F1~F11 은  데이터  파일(File)을  나타내고  있다. F1 은  수식  선택에  필요한  노내  상황  데이터(강종, 

판두께,  재로(在爐)시간  등)을  수식처리부에  넘겨주기위한  인터페이스  파일, F2~F4 는 수식처리부

(200)로부터  예측  계산부(102)로  넘겨줄  실행  가능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파일, F5 , F6 은 맨-머신부

(201)를  거쳐  취입한 수식 및  수식  사용조건을 기억하는 파일, F7~F9 는  예측  계산부에서 사용되는 워

어크(Work)파일이다. F10은 선택된 수식의 파일, F11 은 출력 데이터의 인터페이스 파일이다.

예측계산부(102)의  스탭(102-A)에서는  스캐주울  예측부(101),  강편  온도추정부(103)로부터  취입된 
데이터(101A,  103A)  즉  승온  예정  곡선의  대상이  되어  있는  강편(대상재라  한다)의  강종,  판두께, 
추출까지의  시간(재노시간),  노온분포라고  하는  노내  상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파일(F1 )에 기억한

다.  다음에  102-B에서  수식처리부  (200)를  기동한다.  수식처리부(200)의  처리는  후에  상세히 설명하
겠으나  노내  상황  데이터에  의거하여  수식(평가  함수  또는  제약식)을  선택한다(202).  다시  그러한 
수식을  계산가능한  프로그램(여기서는  중간  코우드라함)으로  변환하고(203),  그  결과를  인터페이스 
파일(F2, F3, F4)에 기억한다.

예측  계산부(102)의  102-C~102-H는  (1)~(5)식으로  대표되는  수식으로부터  선형  계획  프로그램에서 
사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스탭이고,  102-I는  선형  계획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스탭,  102-J는  선형 계
획법에 의한 계산 결과가 구하려는 최적 노온 분포

[T(1),  T(2),…,T(n)]  OPT를  구하여  그  노온  분포에서  강편을  가열했을  경우의  강편  승온  곡선을 계
산하는  스탭이다.  이들중에서  제어목표를  나타내는  수식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102-E,  102-G  및 
102-H이고  여기서  실행해야할  프로그램은  수식처리부(200)로부터  넘겨  받아  인터페이스 파일(F2 , F3 , 

F4)에 중간 코우드로 하여 기억되어 있다(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평가함수(J=최소)

제약 조건식((2)~(5)식)

여기서  n는  현시각으로부터  추출까지의  예정시간(이것은  이동  스케주울  예측부  (21)에서 계산된다)
을  n분할하는  것을  나타내고,  i는  그  제i번째의  시간대(Zone)를  △γi는  제i시각대의  시간  길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T(i),  v(i)는  제i시간대에  있어서의  노온  및  계산  대상  강편의  가열에  요하는 연

료  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또 OUT , △θ OUT 는  추출시의  강편온도의  평균치  및  균열도(均熱度)(강편 

표면과  내부의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첨자(添字)  L와  U가  붙은  항(項)은  각  식의  하한치와 
상한치를  나타내고  있다.  식(1)은  현재로부터  추출에  이르기까지의  가열에  요하는  연료를  최소화 하
는  평가함수,  (2),  (3)식은  강편  추출온도에  관한  제약식,  (4),  (5)식은  설비  능력으로부터  오는 연
로 유량과 노온의 제약식을 나타내고 있다.

연료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1)~(5)의  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解)를  구하는데  있다.  여기서 102-
E,  102-G,  102-H에서는  상술한  중간  코드우를  실행하기  위하여  인터프리터(300)을  기동할  따름이고, 
특정의  제어  목표에  대응하는  수식의  처리  수순은  102-E,  102-G,  102-H에서는  일체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102-a~102-J의 각 수순은 특정의 목표에 의존하지 않는 표준적 프로그램이면 된다.

또한  이하에서는  수식  처리부(200)에  의하여  제어목표로서  (1),  (2),  (4),  (5)식이  선택된  것으로 
하여  설명을  진행한다.  또한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  (4), (5)
식의  상하한치는  정수(定數)이고,  시간분할수(n)와  시간길이  (△γi)의  값도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예측  계산부(102)의  처리  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한다.  예측   계산부  102-C에서는  적당한 노온분포
(기준  노온  분포)[T(1),  T(2),…,T(n)]를  결정하고  102-D  부분에서  노내  현상  모델을  사용하여 강편
의  내부온도  분포와  연료  유량을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결정한다.  노내  현상  모델로서는 열전
도  방정식,  연료  유량식(流量式)을  사용하면  된다.  이  노내  현상  모델에서  계산되는  모든  량은 노내
의  상황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량이고  어떠한  제어목표를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102-D는 이 노내 현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계산에  의해  구해지는  강편의  내부온도  분포를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θ(1)…θ(5)로 
나타내고,  각  시간대의  연료  유량의  계산치를  V(1),  V(2),  …,  V(n)로  나타낸다.  이들의  계산결과는 
프로세스 데이터 기억 테이블(F7)의 소정의 기억 장소에 기억된다.

제어  목표  중에는  노내현상  모델로  직접  계산하고  있지  않은  물리량(예를  들면(2)식의 OUT )이 사

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값을  결정하는데는  그들  물리량을  노내  현상  모델로  계산한  기본적 물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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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시키는  관계가  필요하다. OUT 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2)식의  정의와  함께 행해

지고 있다(이에 관해서는 맨-머신처리부(201)에서 설명한다.

이  관계식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은  수식처리부(200)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성되고, 인터페이스파일
(F2 )에  기억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102-D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

세스  데이터 기억테이블(F7 )에  기억되어  있다.  스탭(102-D)에서  인터프리터(300)를  기동하면 인터프

리터는 파일(F2 )로부터 중간 코우드를 취출하여 실행한다.  이  계산에 의하여 OUT 의  값이 결정되고, 

워어크 테이블 (F8)의 소정장소에 기억시킨다.

이상의 102-C~102-E의 계산은 상이한 몇개의 노온 분포에 관하여 반복하여 행해진다.

즉  먼저  선형  중심이  되는 노온분포[T0 (1), …,T0 (n)]에  관하여  102-C~102-E의  계산을  행하여 OUT   

및  v(i)를  결정한다(이것을 OUT V0 (i)로  표시하기로  한다).  다음에  제j시각대의  노온만을 TO(j)+△

T(△T는  정수)로  하여  마찬가지의  계산을  반복한다(j=1~n).  그  결과를  여기서는 OUT ,  j, v j  (i)로 

한다.  결과는  모두  워어크 테이블(F8 )에  기억된다.  이들  결과로부터  각  시간대의  노온  변화가  각 물

리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수식처리부(200)는  (1)~(5)식  중에서  강편 추출온도( OUT )  및  연료  유량  v(i)와  같은  물리량에 관

하여  그들의  선형  계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7),  (8)에   대응)을  자동적으로  작성하고,  인터페이스 
파일(F 3 )에  기억해  둔다.  따라서  제2도의  102-G에서  인터프리터(300)를  기동하면  그  프로그램을 인

터프리터(300)가  실행한다.  이에  의하여  선형 계수(αj , )의  값이  구해진다.  이  경우에  제어 목

표중에 나타나는 물리량( OUT 와 v(i))는 이상의 처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xi는  제i시간대의  노온  미소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실시예에서는  이  xi를  독립 변수
로 간주하고 있다. (9), (10)식을 (1), (2), (4), (5)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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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식의  각  요소의  값이  결정되면  선형  계획법의  표준  프로그램에  의하여  (11),  (12)식을 만
족시키는  해가  구해진다.  (13)~(16)식에는  각  요소의  계산식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계산식은 제
어  목표로서  어떤  수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된다.  수식처리부(200)에서는  수식이  선택된 다

음 그 수식으로부터  c0 ,  c, b
L
, b

U
,  H의 각 요소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파일(F4 )에 기억해 

둔다.  제2도의  102-H에서  인터프리터를  기동하고 파일(F4 )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선형계획 프로그

램에서 필요한 데이타가 작성된다(상세한 것은 수식처리(200)에서 설명한다).

이  계산에  있어서,  선형  계획법  계산  프로그램을  102-I에서  기동시킴으로써  평가함수(11)식을 최소
로  하는  노온의  미소  변화의  최적치{X1,  OPT,  X2,  OPT…Xn  OPT}가  구해진다.  이때  최적 노온분포
{T(1),  T(2)…,  T(n)  }  OPT는 T0 (1)+X1,  OPT, T0 (2)+X2, OPT…T0 (n)+Xn,  OPT}로  주어진다.  제2도의 

102-J에서  이  최적  노온에서  가열했을  경우의  강편  온도변화를  열전도  방정식에  의하여  구하고, 그
것을 최적의 강편승온 곡선으로 한다.

다음에 수식처리부(200)의 기능과 구성을 설명한다.

제2도의  맨  머신  처리부(201)은  사용자가  수식의  사용조건  및  수식을  입력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입력데이터를 파일(F5 , F6 )에  기억한다.  제4a도에 파일(F5 )중의  수식  사용조건,  동도(B)에 파일(F6)중

의  수식의  정의식의  예를  나타낸다.  또  제4c도는  수식중에  나타나는  물리량을  노내현상  모델에서 계
산되는  기본적  물리량에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파일(F5 )에  기억되어  있다.  제4a도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수식  사용조건은  「IF~THEN…」의  형식으로  입력된다.  「~」은  어떤  수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성
립해야할  조건을  나타내고(전제부라한다)이것이  성립할때에  사용되는  수식의  종류와  명칭이「…」에 
표시되어 있다. (「…」을 결론부라 한다).

예를  들면  규칙  1은  「강편의  종류(Kind)가  저탄소강(Low  carbon)이라면  제약식(Condition)으로서는 
추출온도  평균치  제약  av  Eq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제4b도의  제1식은  av  Eq의 
정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서  등장하는   theta  Out의  정의식이  제4c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러한 수식 사용조건 및  수식,  물리량의 정의식은 파일(F5 , F6 )에  문자열로 기억되어 있다.  따라서 새

로운  수식의  추가나  수정은  이들  문자열  파일의  편집을  의미한다.  결국  맨  머신  처리부(201)는  이들 
문자열 파일의 편집을 대화적(對話的)으로 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2도에서의  수식선택부(202)은  예측  계산부로부터  인터페이스 파일(F1 )이  내용이  넘겨졌을때  이 파

일  중에  있는  데이터(강재의  종류,  두께,  재노시간대)와  파일 (F5 )중의  수식  사용조건을  비교하여 

어떤  수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강종(Kind)으로서는  저탄소강(Low  Carbon)이라는 
데이타가  인터페이스 파일(F1 )중에  있으면 파일(F5 )중의  규칙  1(제4a도)에  의하여  식  av  Eq를 사용해

야  된다는  것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파일(F1 )중의  모든  데이타를 파일(F5 )중의 전(全)

규칙(제4a도)에  적용하고  승온  곡선의  계산에  필요한  모든  수식을  선택하여 파일(F10 )에  기억한다. 

이  수식  선택부(202)의  동작은 파일(F1 )중의  수식  사용조건의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처리를 행한

다.  즉 ①파일(F5 )중의  조건을  한가지  취출하고, ②파일(F1 )의  데이터중에  취출한  조건의  전제부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③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그  결론부를 파일(F10 )에 기억하

고,  ④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에  대하여  ①~③의  처리를  행한다.  이  처리를  사용조건이  모두 책
크  될때까지  계속한다.  이  설명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수식  선택부는  조건이  성립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즉  추론)의  처리  플로우의  제어를  담당하고  있다.  사용조건의  내용은  모두 파일(F5 )중에  있고, 

수식  선택부에서  보면  처리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불과한다.  따라서  수식의  사용조건  또는  그에 
관련된 수식이 변경되더라도 수식선택부(202)의 처리 수순(즉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중간  코우드  작성부(203)의  처리를  제5도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중간  코우드  작성부(203)는 
맨  머신  처리부(201)에서  사용자가  단말장치(50)를  이용하여  대화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미  정의되어 
있는 수식을 수정할때와 같은 경우에 그 수식을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일을 행한다.

여기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이란  연산의  종류를  표시하는  코오드와  각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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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 번지)와의 조(組)로서 이루어진다.

제6도에 그 대표적 연산 코우드를 표시하였다.

다음에 제5도의 처리 플로우에 따라서 하기예에 대한 중간 코우드 작성부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맨 머신처리부에서  정의된 수식(18)식

(18)식중의 물리량의 정의식(19)식

로  한다.  스탭  1(제5도  203-a)  : 파일(F6 )로부터  상기  정의된  수식을  인출하여  수식을  구성요소로 

분해한다.  각  요소가  연산,  변수,  정수의  어느것에  해당하는가를  조사한다.  이  수법  자체는 구문해
석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그  수법  자체의  설명은  생략한다.  식(18)을  스탭(203-a)에서  처리한  결과를 
제7a도에  나타낸다.  여기서는  수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는  그  요소가  변수임을 나
타낸다. 제7a도의 같은 표현은 리스트 표현이라고 호징되는 일이 있다.

스탭  2(제2도  203-b)  :  다음에  제7a도와  같은  수식중에  노내현상  모델에서  직접  계산하고  있는 것이
외의  변수(이하에서  미정의  변수라  칭함)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만일  미정의  변수가 포함되
어  있으면  그것의  정의식을 파일(F6 )으로부터  인출해  온다.  제7a도의  경우에는  변수  theta  Otu가 포

함되어 있으므로 파일(F6)으로 (19)식을 인출한다.

스탭  3(제5도  203-c)  :  앞  스탭에서  인출된  정의식을  스탭  1과  마찬가지로  연산순서를  고려한 리스
트로  변환한다.  (제7b도).   다음에  제7b도의  리스트를  실행가능  프로그램으로  변환한다.  이  변환은 
괄호(……)의  레벨이  깊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향하여  계산이  실행되도록  프로그램화  된다. 제
7c도는  (19)식의  실행  가능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제7c도의  각행의  제1요소는  연산코우드를  그리고 
제2,  제3의  요소는 독립 변수를 제4요소는 연산 결과의 기억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수 이
외의  요소는  모두   데이터와  억세스하는  기억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제7b도중의  TH(1),  TH(2), …
TH(5)는  제8도에  표시한  변수  변환  테이블에  의거하여  강편  내부온도의  계산치가  실제로  기억되는 
PD(4),  PD(5),  …PF(8)로  변환되어  있다.  제7c도중의  %WT(10)는  theta  Out  계산치를  기억하는   기억
장소를  나타낸  것으로서  파일(F)의  공백  영역에  확보된다.  제2도  102-E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heta 
Out  의  값은(n+1)회  계산이  되므로  기억장소의  크기도(n+1)개가  취해진다.  ＂%WT(10)＂에  있어서의 
WT(10)는  그  선두의  어드레스를,  %는  복수개  기억장소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제7d도에  theta  Out  즉 

OUT 의 기억장소를 취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스탭 4(제5도  203-d)  :  스탭  3에서 결정된 각  변수의 기억장소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선형 계수
의 계산 프로그램은 용이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제1시간대의 선형계수(α1 )는  번지  WT(11)에  기억된  theta  Out로부터  번지   WT(10)중의 

theta  Out를  감산하여  △T로  나누므로  구해진다.  따라서  그  프로그램은  제7e도와  같이  표시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WT(18)는 α1 의 기억장소를 표시하며 파일(f7)상의 공백영역의 선두이다.

스탭  5(제5도  203-e)  :  스탭  5에서는  제어목표를  표시하는  수식의  선형식에  관한  계산  프로그램을 
유도한다. (18)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1) 선형 근사식의 하한치는

2) 선형 근사식의 상한치는

(1150-선형 중심에 있어서의  theta Out)

3) 제1선형 계수=α1(제7e도의 WT')

    제2선형 계수=α2(제7e도의 WT+1)

    제n선형 계수= αn(제7e도의 WT'(n-1))

이와  같은  처리는  선택된  모든  수식에  관하여  행해진다.  (19)식이  제2번째로  처리되는  수식인 경우
에는 상기의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은 제7f도와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BL(2),  BU(2),  HH(2,  1)(I=1~n)는  제K번째의  선형식의  하한치,  상한치  선형계수치를 기억하
는  장소로서  선형  계획법의  표준  프로그램의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7f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계산결과가 선형 계획법의 표준 프로그램에 넘겨지게 된다.  제7도  c,  e,  f  의 프로그램
을 중간 코우드라 부르며 각각의 파일  F2, F3, F4에 기억하여 예측 계산부(102)에 넘긴다.

최후의  인터프리터(300)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인터프리터(300)는  중간  코우드가  기억된 파일
을 넘겨 받으면 선두로부터 순서대로 데이터를 인출하여 해석 실행한다.

제9도에 인터프리터의 블럭 구성을 표시하였다.

제9도에서  310은  코우드  판정부,  321,  322,  323…은  연산실행부,  301은  템포럴(temporal)데이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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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나타낸다.  코우드  판정부는  중간  코우드  기억파일 (F2 , F 3 또는 F 4  )로부터  선두의  데이터를 인

출하여  연산  코우드의  종별을  판정한다.  다음에  연산  코우드의  종별에  의해  결정되는  독립  변수의 
개수분  만큼  중간  코우드  기억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인출한다.  제7b도로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연산  코우드의  다음에  데이터는  그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기억  번지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와 정
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코우드  판정부는  데이터가  번지를  지적하고  있을  경우에는  파일 
(F7 ,  F8  또는 F9 )의  해당번지로부터  연산에  사용할  값을  인출한다.  이들  값을  감산치로하여  각  연산 

코우드에  대응하는  연산실행부의  하나를  호출한다.  각  연산실행부는  연산코우드의  종류분  만큼 준비
되어 있다.

이들  연산  실행부  컴파일(compile)이  끝난  프로그램이며,  독립  변수치에  대하여  지정된  연산을 행하
고  그  결과를  반송한다.  연산  결과를  기억하는  장소도  중간  코우드로서 지정되어(제7c,e,f도)있으므
로  코우드  판정부(310)는  결과를  지정번지에  기억할  수가  있다.  인터프리터(300)는  이  같이  하여 중
간  코우드  기억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인출하면서  실행을  계속하여  최종적으로  선형  계획 프로그램에
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결정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가열도의  연소  제어에  사용되는  제어  목포를  사람손에  의한  프로그램의 수정없
이 추가,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연소제어 기능의 확장, 변경이 간단하게 실현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목표를  나타내는  수식을  프로그램으로  자동변환하도록  하여  맨  머신  처리부에 
제어목표가  입력되었을  때에  자동변환하여둔  경우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수식선택시마다 매회변환
할 필요가 없게 되며 예측 계산부에 곧바로 프로그램을 넘겨줄 수가 있다.  이로써 처리 속도를 대폭
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시예에서는  수식을  중간  코우드로  변환하여  인터프리터에서  실행하는  방식을  설명하였으나 
본 시스템을 실행하는 계산기의 기계어로 직접 변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이한  기종에  이식(移植)할때에  변환  프로그램을  재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점은 
있으나, 처리 속도는 역시 대폭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제1도의  실시예에서는  제어목표를  나타내는  수식을  수식  처리부에서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예
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사전에  사용하는  수식이  모두  알려져  있고  그  사용  조건만이  변경되는 가
능성이  있는  경우도  고려된다.  이  경우에는  수식을  모두  프로그램  모듈로  하여  제어부에  준비하여 
두고  어떤  수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판정하거나  수식중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서  판정하기 
위한  추론부(推論部)를  제2도의  수식처리부(200)대신에  사용하면  된다.  제2도의  수식처리와 마찬가
지로  추론부에서는  제어목표의  사용조건을  기억하는  파일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자와의  대화의 의하
여 그 사용 조건의 추가변경을 할 수가 있다.

추론부는  제2도의  수식처리와  마찬가지로  제어부로부터  보내져온  데이터에  의거하여  어떤 사용조건
이  성립하는가를  판단하게  되나  성립한  사용조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대신에  제어계에 
내장되어  있는  어느  프로그램  모듈을  기동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어계를  통지한다. 
이  방식에서는  수식의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작성할  수는  없으나  종래의  시스템에  비하여  제어 목
표의 사용방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술한  실시예는  가열로의  연소제어(노온제어)의  경우이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제10도의  블럭도로 나
타낼 수가 있다.

제10도에서 제어부(100')는 제1도의 제어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하 제어 정보 시스템이라 
칭한다.  200'는  제1도의  수식처리부에  대응하며,  광의로는  지식처리부라  칭한다.  제어  정보 시스템

부(100')는  프로세서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의  검색이나  가공을   행하는  본래의 기능(조입(組 )기
능이고  제10도에는  생략)외에  본발명에  관한  기능으로서  지식처리부(200')의  문의  기능부(101)와 수
식  프로그램실행관리부(102'),  인터프리터(300')를  포함한다.  한편  지식처리부(200')는  맨  머신 처
리부(201')와  수식  선택부(202')와  프로그램  작성부(203')로  구성된다.  맨  머신  기능부(201')에서는 
사용자가  수식  모델과  그  수식의  사용  조건을  정의하는  일을  지원한다.  여기서  정의되는  수식은 일
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다.

여기서

EQ0,EQ1, …, EQN : 수식모델의 명칭

X j 정보  제어  시스템의  조입  기능에  의하여  값이  결정되는  변수로서  지식처리부(200')에서  정해지는 

수식 프로그램을 실행할때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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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함수 F0 , …FK , …f1 , …fk 는  제어정보처리의 목표나 제어조건을 모델화 한  것으로서 사전에 

준비된  연산자를  사용하여  정의된다.  맨  머신처리부(201)에  의하여  수식  모델의  사용조건을 규칙「
IF~THEN」…의 형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조건부「~」가 성립하고 결론부「…」에 수식명 
EQ1 (i=1~M)가  포함될때에는  이는  수식모델 EQ1 를  제어  정보  시스템중에서  사용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또한  (20),  (21),  (22)식중의  파라미터나  상한치 b1…bM 의  값이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경우에는  이들을 

규칙「IF~THEN…」의  형으로  기술하여  두면  수식  선택부(202)에  있어서의  추론실행시에  그  최적치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들의  규칙은 파일(F5 )에  기억된다.  프로그램  작성부(203)에서는  수식  모델이 

정의될때  마다  그  수식을  제어부(100')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중간  코우드)로  변환하여 파일
(F1 )에  기억한다.  중간  코우드는  인터프리터(300)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산자와  그  연산자에서 사용

되는  데이터의  기억장소를  표시하는  데이터와,  연산  결과의  기억장소를  표시하는  데이터와의  조를 
그  단위로  하고  있다.  제어부(100')의  문의  스탭(101')은  상기  제2도의  102-A,  102-B의  스탭에 대응
한다. 어떠한 수식 모델을 사용하여 제어하여야 하는가를 문의한다.

이때  수식선택부(202)에서  필요한  데이터(상태  데이터외)를 파일(F1 )로부터  전송한다.  그리하여 전

송된  데이터와 F5 에  기억되어  있는  규칙을  이용하여  어느  수식을  사용하는가를  선택하고  다시  상, 

하한치와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제11a~c도에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제11a도는  수식선택부(202)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a1~a3 의  경우를  제11b도에는 F 5  기억되어 있

는 규칙의 예를 표시한 것이다. EQ1, EQ2는 수식 모델을 나타내고 그 정의식을 제11c도에 

표시하였다. 여기서 b2는 EQ2의 상한치를 나타내는 변수명이다.

제11b로부터 규칙 1과 3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식모델 EQ2 가  선택되고   상한치는 b2 =10을  사용해야함을  표시하고  있다.  수식선택부(202)는 

문의부(101')에 이들 정보를 변환한다(EQ2, b2(=10)의 기억장소).

b2 의  값의  기억장소는  프로그램  작성부(203)에서 EQ2 를  중간  코우드로  변환할때에는 b2 에  대하여 할

당한  기억  장소이다.  선택된  수식모델이  복수일때도  동일하다.  문의부(101')에서는  상한치와 파라메
터의  값을  지정된  기억장소에  기억한다.  실행  프로그램  관리부에서는  상기  101'로부터  입력된  수식 
모델명으로부터  대응하는  수식프로그램을 파일(F5 )로부터  선택하여  인터프리터(300')에  실행시킨다. 

그리하여 인터프리터 (300')는 연산결과를 실행 관리부(102')에 송신한다.

이와 같이 하면 그 수식 모델의 정의,  제약조건 등을 결정해 주면 되므로 제약 기능의 확정,  수정을 
지극히 용이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어  대상  플랜트의  제어를  수식  모델을  사용하여  행하는  수식  모델  처리  제어시스템에  있어서, 제
어 대상 플랜트의 제어 모델을 나타내는 복수의 수식 모델과 이 복수의 각각에 대한 수식 모델의 사
용  조건과를  각각  제1,  제2의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고,  이  수식  모델이  정의되어  제1의  기억수단에 
기억될때마다  상기  수식  모델에  의거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작성수단에  의하여 중
간  코우드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제3의  기억수단에  기억시키고  제어대상의  제어부로부터  제어대상 
플랜트의  상태량과  제어사양이  부여되었을때  그들의  데이터와  제2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의 
수식  모델의  사용  조건과를  순차적으로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  일치하는  사용조건이  있으면  해당 사
용조건에  있어서의  수식  모델을  선택하고  선택된  수식  모델에  대응하는  중간  코우드  프로그램을 선
택하여  인터프리터에  의하여  실행하고,  그  실행결과를  사용하여  제어  대상의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지식처리를 응용한 계산기 제어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수식  모델과  수식  모델의  사용  조건은  제어대상  플랜트의  평가  함수와  제약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수식  모델,  모델  사용조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처리를  응용한  계산기 제
어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있어서,  수식  모델에  대응하여  수식   모델명을  대응시키고  수식  모델의  사용  조건을 수식모델
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전제부와,  해당하는  수식모델명을  포함하는  결론부로  구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처리를 응용한 계산기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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