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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최적 목표형상 설정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압연공정 및 소준공정 라인의 장력 정보를 추가하고 최적 목표 도출 방법은 신경회로망을 이용하는 최적 목표

도출 정도를 높인 연속압연공정의 최적 목표형상 설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 소둔공정의 코일의 형상, 상기 강판 및 코일의 소재정보, 연속압연공정

의 형상 계수 및 소둔공정의 형상 계수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형상 데이터, 상기 소재정보 및 소둔공정의 형상

계수를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여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계수와 상

기 계산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계수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비교 및 교정을 통해 상기 신경회로망을 반복학습시켜 형상 상

관 관계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형상 상관 관계 모델에 상기 연속압연공정에서 얻고자하는 강판의 목표 형상 및 상

기 연속압연공정에서 작업할 강판의 소재 정보를 입력하여 최적 목표 형상 보정 값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최적 목표 형상

보정 값을 사전에 설정된 압연공정의 목표 형상 설정 값에 가감하여 최종 목표 형상 값을 구하여 상기 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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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압연공정의 강판 형상 및 소둔공정의 코일 형상을 이용하여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최적 목표형상 설정방법에 있어

서,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 소둔공정의 코일의 형상, 상기 강판 및 코일의 소재정보,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 및 소둔

공정의 형상 계수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 소둔공정의 코일의 형상, 상기 강판 및 코일의 소재정보 및 소둔공정의 형상 계

수를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여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계수와 상기 계산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계수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비교 및 교정을 통해

상기 신경회로망을 반복학습시켜 형상 상관 관계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형상 상관 관계 모델에 상기 연속압연공정에서 얻고자하는 강판의 목표 형상 및 상기 연속압연공정에서 작업할 강판

의 소재 정보를 입력하여 최적 목표 형상 보정 값을 구하는 단계; 및

상기 최적 목표 형상 보정 값을 사전에 설정된 압연공정의 목표 형상 설정 값에 가감하여 최종 목표 형상 값을 구하여 상기

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을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최적 목표형상 설정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경회로망은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 소둔공정의 코일의 형상, 상기 강판 및 코일의 소재정보 및 소둔공정의 형상 계

수를 이용하여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를 계산하고,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와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

는 단계;

상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상기 신경회로망에 포함된 복수의 전향연결값의 방향을 계산하여 상기 복수의 전향연결값의 수

정정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복수의 전향연결값을 수정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전향연결값에 따라 상기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를 재계산하고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와

비교하여 그 오차가 사전에 설정된 허용범위이하일 때까지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압연공정의 강

판의 최적 목표형상 설정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냉연 평탄도 품질향상을 위한 최적 목표형상 설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압연공정 및 소둔공정 라인의 장력

정보를 추가하고 최적 목표 도출 방법은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최적 목표 도출 정도를 높인 냉연 평탄도 품질향상을 위한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최적 목표형상 설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냉연 제품의 외형적 품질 지표로서 일정 범위 내의 중심 두께 편차와, 스트립에 웨이브가 진 정도를 나타내는 평탄도(혹은

형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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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형상불량 발생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1을 참조하면, 냉연에서의 형상 불량은 도1의 (b)처럼 상하의 롤(11,12)갭과 입측 소재(13)의 두께 프로파일이 일치하

면 형상 불량이 발생하지 않으나, 도1의 (a)에서와 같이 입측 소재(13)가 균일하게 압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압연이 많

이 되어 압연이 적게된 곳에 비해 판 진행방향으로 길게되어 판에 웨이브가 지는 현상을 말한다.

도2는 평탄도 불량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2를 참조하면, 판(13)의 중앙부분의 길게 나타나는 센터 벅클(Center buckle)(24), 양 끝단의 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엣

지 웨이브(Edge wave)(25)현상 등이 있다.

도3은 형상 교정 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3을 참조하면, 연속냉간 압연 공정은 5개의 밀이 연속으로 놓이며, 형상 제어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밀에서만 이루어지

고 있다. 형상 교정 방식은 백업 롤(Backup Roll)(31)좌우의 압하량 조정(Skewing)(도3의 a)을 통해 비대칭 형상을 교정

하고, 상하부간의 중간 롤(Intermediate Roll)(32)과 작업 롤(Work Roll)(34)의 벤더(Bender)(도3의 b, 도3의 c)를 이용

해 대칭 형상을 교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적인 형상 교정을 통해서 교정될 수 없는 국부적인 잔여 형상 오차는 작업 롤에

대한 국부 냉각(Spot Cooling)(도3의 d)에 의해 국부적인 롤 냉각으로 제어된다.

도4는 종래의 접촉식 형상 측정 장치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4를 참조하면, 연속 냉간 압연 공정에서 형상 측정 장치는 마지막 밀과 권취기 사이에 존재하며 측정 방식은 판의 불균

일한 연신이 폭 방향 장력 편차를 유발하게 되는 곳을 측정한 후 탄성식을 이용해 역으로 폭방향 연신차(I-Unit)를 구하게

된다. 상기 형상 측정 장치는 측정 롤이 일정 간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각 존(Zone)에는 로드 쉘(Load Shell)이 들어

있어 판의 폭 방향 장력 편차로 인해 발생되는 하중 편차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다.

도5는 측정 형상 및 목표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5를 참조하면, 형상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혹은 기준 형상 값이 존재해야 하는데, 도5의 1은 목표 형상이 되며,

2는 각 존(Zone)의 폭방향 연신차(I-Unit)가 된다. 따라서 자동 형상 제어를 통해 각 존(Zone)의 폭방향 연신차(I-Unit)

값들이 1번의 목표 형상 곡선(Curve)을 추종하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목표 형상 곡선을 평탄(Flat)하게 설정하면 실제 판도 굴곡(Wave) 지지 않고 평탄한 판이 나와야 하나 실제

는 그렇지 못하고 엣지 웨이브(Edge Wave)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원인은 스트립의 양 엣지(edge, 끝)가 형상

측정 롤의 끝 존(Zone)에 100% 커버(cover)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측정 정도가 떨어지게 되

고, 또한, 측정 존(Zone)의 폭이 넓을 경우에도 측정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작업자들은 약 센터 웨이

브(Center Wave)성으로 작업하게 된다. 그리고, 측정값에는 엣지 웨이브가 측정되지 않으나 작업 중 작업자가 볼 때 엣지

웨이브가 발생되는 경우 또한, 벤더 값을 올려 센터 웨이브 성으로 작업한다.

이와 같이, 형상 제어는 두께 제어와는 달리 형상 측정에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밀의 기계적인 한계로 인해

완벽하게 평탄한 판을 생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후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경우는 소둔 및 레벨러(Levelller)를 통

함으로써 평탄해 지지만, 압연 후 바로 제품이 되는 경우는 웨이브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후공정(연속 소둔 공정)을 경

유하게 되는 판이라 할지라도 형상이 불량할 경우 코일간 용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를 올리지 못함으로

써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판의 형상은 중요하며, 압연 조업자들은 형상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목표 형상 설정 문제인데, 조업자가 특정 목표 형상 값을 설정하여 작업을 하였더라도 장력이 적게 걸려, 판의

평탄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공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후공정의 작업자의 의견들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매 코일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은 불가능하며 후공정 작업자의 평탄도 판단 근거도 일정하지 않고, 작업자도 바뀌

므로 강종, 사이즈에 따른 최적의 목표 형상 곡선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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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인해 판의 형상 품질이 강종 및 작업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게 되며, 실제 자신이 작업한 판이 후공정에서 형

상이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연 공정의 작업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목표 형상 값으로

작업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 소둔 공정 입측에 평탄도 측정 장치 개발이 요구되어지며, 여기서 측정된 평탄도 값과 연속 압연

공정에서 측정된 형상 값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목표 형상 곡선을 주기적으로 설정해주는 시스템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유사한 특허로 1990년 일본 특허 주행 중의 띠 형상 또는 판 형상 금속재의 폭방향 형상을 조정하는 장치 (90-14046

호)가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상 제어부로부터 조업 데이터를 수신하여 목표 형상 조정 장치에서 압연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목표 형상을 추

론하여 형상 제어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수행한다.

둘째, 상기 특허의 목표 형상 변경은 과거의 형상 실적과 조업 조건, 형상 제어의 분위기만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최적의

목표 형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연속 고속 압연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사람이 직접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또한 고장력 상태

이므로 판의 형상을 눈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코일을 1 - 2 일 이후 소둔 라인에서 최종적 제품화 처리에

앞서 코일을 다시 풀어 소둔 처리를 하기 전에 형상을 측정하면 다른 형태로 형상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냉연 형상

제어부에서 이를 고려한 목표 형상의 수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타사 특허는 단일스탠드내에서 목표형상 설정 문제를 다루고 경험에 의존하지만 당사 개발 내용은 후공정(연속

소둔공정) 입측의 평탄도를 직접 측정하고 이를 전공정(압연 공정)의 형상정보와 비교분석하여 압연시 최적의 목표 형상

을 설정하는데 있어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원천 발명인 냉연 평탄도 품질향상을 위한 최적 목표 형상 설정 시스템 및 그 방법 (출원번호:2002-

0085122)에서 최적 목표 형상 도출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기존 발명은 최적 목표 형상 도출시 두 라인의 장력을 고려

하지 않고 층별 분류 후 평균 형태로 최적 목표 형상을 도출하여 평탄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목적은 압연공정 및 소준공정 라인의 장력 정보를 추가하고 최적 목표 도출 방

법은 신경회로망을 이용하는 최적 목표 도출 정도를 높인 연속압연공정의 최적 목표형상 설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연속압연공정의 강판 형상 및 소둔공정의 코일 형상을 이용하여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최적 목표형상 설정방법에 있어서,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 소둔공정의 코일의 형상, 상기 강판 및 코일의 소

재정보,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 및 소둔공정의 형상 계수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형

상, 소둔공정의 코일의 형상, 상기 강판 및 코일의 소재정보 및 소둔공정의 형상 계수를 신경회로망에 입력하여 연속압연

공정의 형상 계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계수와 상기 계산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계수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비교 및 교정을 통해 상기 신경회로망을 반복학습시켜 형상 상관 관계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형상 상관 관계 모델에 상기 연속압연공정에서 얻고자하는 강판의 목표 형상 및 상기 연속압연공정에서 작업할 강판의 소

재 정보를 입력하여 최적 목표 형상 보정 값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최적 목표 형상 보정 값을 사전에 설정된 압연공정의

목표 형상 설정 값에 가감하여 최종 목표 형상 값을 구하여 상기 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신경회로망은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 소둔공정의 코일의 형상, 상기 강판 및 코일의 소재정보 및

소둔공정의 형상 계수를 이용하여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를 계산하고,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와 비교

하여 오차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상기 신경회로망에 포함된 복수의 전향연결값의 방향을 계산하여

상기 복수의 전향연결값의 수정정도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복수의 전향연결값을 수정하는 단계와, 상

기 복수의 전향연결값에 따라 상기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를 재계산하고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와 비

교하여 그 오차가 사전에 설정된 허용범위이하일때까지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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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최적 목표 형상 설정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최적 목표 형상 설정 시스템은 후 공정의 형상을 측정 할 수 있는 평탄도 측정부(62)과 측

정된 평탄도 값 및 소둔공정 소재정보부(61)로부터의 코일소재정보 등을 저장하는 소둔공정 형상작업 데이터 저장부(63),

압연 공정에서의 형상 측정값 및 압연공정 소재정보부(66)로부터의 강판의 소재정보를 저장하는 압연공정 형상작업 데이

터 저장부(65)과 상기 소둔공정 형상작업 데이터 저장부(63) 및 압연공정 형상작업 데이터 저장부(65)로부터의 형상, 평탄

도 정보로부터 최적 목표 형상 곡선을 설정하는 최적 목표 형상 설정부(64) 및 상기 목표형상을 보정하는 목표형상 보정부

(67)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계산된 최적 목표 형상 값은 형상제어부(68)의 기준 입력이 되어 형상제어가 이루어지게 된다.

도7은 본 발명에 따른 최적 목표 형상 설정 방법의 처리 흐름도이다.

도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은 장주기 처리공정(71)과 압연라인에서의 매 코일 처리공정(72)으로 나누어 진다. 상기 장주기

처리 공정(71)에서는 형상 상관 관계 모델을 주기적으로 생성하게 되며(64c) 형상 상관 관계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압

연공정 및 소둔공정의 형상, 소재 정보로부터 전처리를 하게 된다. 전처리부(64a, 64b)에서는 코일 전 길이에 대한 형상 정

보중 미들(Middle) 부의 일정 구간의 형상 정보를 평균하여 구하게 되며 대표 형상은 도8의 압연공정 및 소둔공정의 형상

계수 (λ1, λ2, λ3, λ4)와 같이 나타내게 된다. 상기 매 코일 처리 공정(72)에서는 상기 형상 상관 관계 모델 생성부(64c)에

서 만들어진 모델을 상기 목표 형상 보정부(67)에 입력하여 여기에 후공정에서 얻고자하는 목표 형상(d1)과 압연라인에서

작업할 소재의 정보(d2)를 입력하여 계산하면 최적 목표 형상 보정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된다. 상기 최적 목표 형상 보정

값을 압연공정의 목표 형상 설정 값으로부터 차감하여 상기 형상제어부(68)의 목표 형상값으로 쓰이게 된다. 이와 같은 일

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형상 상관 관계 모델이 주기적으로 생성됨에 따라 소재의 변화, 압연, 소둔 라인의 작업 조

건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함으로서 항상 최적의 형상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상기 형상 상관 관계 모델 생성부(64c)는 신경회로망을 포함하여 형상 상관 관계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생성 절차는

도9 내지 도1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9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신경회로망을 포함한 형상 상관관계 모델의 학습 개념도이다.

도9를 참조하면, 형상상관 관계 모델의 학습 절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형상 상관관계 모델은 신경회로망을 이용하

여 구현하였다. 신경회로망은 망구조의 병렬 연결을 갖는 인간의 뇌세포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지적활동의 생화화적 반응

에 착안한 지능형 모델로서 전형적인 비선형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시스템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많은 신경

회로망 모델 중 본 발명에서 형상의 상관관계 모델링에 이용한 역전파(Backpropagation) 신경회로망의 특성과 학습원리

등은 도10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10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세개의 층을 가진 신경회로망의 구조도이다.

도10을 참조하면, 전형적인 역전파(Backpropagation) 신경회로망의 구조를 보여준다. 상기 역전파(Backpropagation) 신

경회로망은 입력층, 출력층, 그리고 하나 이상의 은닉층(또는 중간층)으로 구성되는 다층구조를 가지며 각층에 속하는 처

리소자(Node)들은 신호를 입력층으로부터 출력층 방향으로만 전달하는 전향연결(Feedforward connection)을 가진다.

한 층에 속하는 각각의 처리소자들은 다음 층의 모든 처리소자에 신호를 전달해 주어야 하므로 결국 전향연결은 망

(network)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상기 역전파(Backpropagation) 신경회로망을 구성하는 모든 처리소자들 역시 극히 단순한 일을 하지만 망구조의 전향적

연결을 이용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상기 역전파(Backpropagation) 신경회로망의 동작원리(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원리)를 자

세히 설명하면,

우선,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원리는

(1)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강판의 형상, 소둔공정의 코일의 형상, 강판 및 코일의 소재정보 및 소둔공정의 형상 계수를 이

용하여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를 계산하고,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와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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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상기 신경회로망에 포함된 복수의 전향연결값의 방향을 계산하여 상기 복수의 전향연결값의

수정정도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복수의 전향연결값을 수정하는 단계

(3)상기 복수의 전향연결값에 따라 상기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를 재계산하고 상기 측정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 계수

와 비교하여 그 오차가 사전에 설정된 허용범위이하일때까지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입력데이터(입력벡터 X)를 출력데이터(출력벡터 Y)로 맵핑(Mapping) 하는 함수, 즉 를 구하고자 할 때 가장 먼

저 해야 할 일은 입력데이터 - 목표출력데이터의 쌍으로 구성되는 학습데이터를 준비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학습데이터

는 상기 역전파(Backpropagation) 신경회로망이 학습하고자 하는 맵핑(Mapping )함수에 대한 충분한 샘플(Sample)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체로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역전파(Backpropagation) 신경회로망에서

의 학습은 다량의 입력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출력을 계산하고 이를 목표출력데이터와 비교한 오차를 줄이

는 방향으로 전향연결을 수정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 따라서 정확한 Mapping 함수의 구현에 필요한 전향연결들의

최적 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입력 벡터 가 역전파(Backpropagation) 신경회로망의 입력층에 가해지면 입력층의

처리소자들은 이 신호를 은닉층과의 전향연결을 통해 은닉층으로 전달해 준다. 은닉층의 j번째 처리소자에 전달되는 입력

의 가중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여기서 는 Bias 값이다.

이 처리소자의 출력은 입력의 가중합에 활성화함수를 취하는 식(2)로 구해진다.

(2)

는 전향연결을 통해 출력층에 전달되므로 출력층 처리소자의 입력 가중합은

(3)

으로 구해지고 마지막으로 출력층 처리소자의 출력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4)

초기에 설정되는 전향연결값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전향연결의 첫번째 추정값이라 할 수 있다. 신경회로망 이외의 방법에

서는 초기의 추정값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나 신경회로망에서는 학습 정도가 초기의 추정값에 크게 의존하지 않

는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역전파(Backpropagation) 신경회로망에 입력데이터가 가해졌을 때 그 출력 데이터를 구하는 과

정이다.

출력층의 전향연결을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력층의 한 처리소자에서 계산되는 오차를 라 정의

하는데, 이때 는 목표출력 데이터이다.

일반화된 델타 규칙에 의하면 입력데이터 P에 대한 전체 오차는 출력층 처리소자들의 오차의 제곱합이 되며 식 (5)와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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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향연결을 수정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에 대한 의 음의 기울기(Gradient) 는 Chain rule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6)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의 미분값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을 사용하면 식 (6)의 마지막 항의 미분값은 식

(7)이 된다.

(7)

식 (7)을 (6)에 대입하면 최종적인 음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다.

(8)

전향연결의 수정량은 의 음의 기울기에 비례하므로 식 (8)의 우측항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출력층의 전향연결은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9)

(10)

여기서 는 학습율(Learning rate)을 의미한다.

앞에서 보류하였던 의 미분값을 구하려면 먼저 이 함수가 미분가능 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BPN은 미분 가

능한 Sigmoide 함수를 사용한다. Sigmoid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의 미분값은 가 되

므로 식 (9)를 다시 쓰면 식(11)과 같다.

(11)

여기서 출력층의 오차항은 이 된다.

은닉층의 전향연결을 수정하는 과정 역시 출력층에서 수행된 방법과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닉층 출력의 오차

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 출력값은 알고 있지만 각 은닉층의 처리소자가 어떤 출력을 내야 올바른가는 미리 알 수 있

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전체 오차 가 어떤 식으로든 은닉층의 출력값들과 관계가 있음을 식 (5)를 다음과 같이 변형해

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등록특허 10-0660231

- 7 -



여기서 는 식 (2)와 (3)에 의해 은닉층의 전향연결에 의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의 은닉층 전향연결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12)

식(12)의 각 인자들에 앞에서 구한 식들의 결과를 대입하면

(13)

은닉층의 전향연결에 대한 수정값은 음의 기울기에 비례하므로

(14)

따라서, 은닉층 전향연결의 최종적인 변화형태는 식(1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15)

여기서 은닉층의 오차항은 이 된다.

두번째, 역전파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형상상관관계 모델의 학습이 완료되면 상기 압연라인의 매 코일 처리 공정(72)에 모

델을 적용하여 압연공정의 형상제어시스템을 보정할 수 있다. 압연공정의 형상제어시스템은 소재의 압연이 시작될 때 압

연 조건설정 테이블(table)로부터 해당 소재에 적합한 제어목표 형상을 읽어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로 전

송하고 PLC는 압연공정의 형상이 이 목표형상이 되도록 제어조작량을 설정하게 된다. 제어 목표형상을 보정하는 목적은

현재 압연 형상실적을 기반으로 제어조작량을 결정하는 형상제어시스템이 수요가가 접하게 되는 무장력 상태의 형상(본

발명의 경우 소둔 공정에서 측정한 형상)을 기반으로 제어하도록 함으로써 수요가가 접하는 형상을 보다 평탄하게 제어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1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신경회로망을 포함한 상관관계 모델을 이용한 제어목표형상의 보정 절차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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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을 참조하면, 학습이 완료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형상 상관관계 모델을 이용하여 제어 목표형상의 보정 절차를 보여

준다. 소둔공정의 입측 형상을 입력으로 받아 압연공정 형상으로 맵핑(Mapping) 하도록 학습된 상관관계 모델에 소둔공정

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형상의 계수를 입력으로 주면 압연공정의 제어시스템에서 설정해야 할 제어 목표형상 계수를 출력

으로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 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며,

본 발명의 구성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의 다양한 변경 및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쉽게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신경회로망을 통한 연속압연공정의 형상정보 및 소준공정의 장력의 상관분석을 이용

하여 연속압연공정의 최적 목표형상을 제시해줌으로써, 형상품질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형상불량 발생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2는 평탄도 불량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3은 형상 교정 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4는 종래의 접촉식 형상 측정 장치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5는 측정 형상 및 목표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최적 목표 형상 설정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7은 본 발명에 따른 최적 목표 형상 설정 방법의 처리 흐름도이다.

도8은 본 발명에 따른 형상계수의 개념도이다.

도9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신경회로망을 포함한 형상 상관관계 모델의 학습 개념도이다.

도10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세개의 층을 가진 신경회로망의 구조도이다.

도1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신경회로망을 포함한 상관관계 모델을 이용한 제어목표형상의 보정 절차 개념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61...소둔공정 소재정보부 62...평탄도 측정부

63...소둔공정 형상작업 데이터 저장부

64...최적 목표 형상 설정부 65...압연공정 형상작업 데이터 저장부

66...압연공정 소재정보부 67...목표형상 보정부

71...장주기 처리공정 72...매 코일 처리공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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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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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660231

- 11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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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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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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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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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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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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