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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의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는 사상압연 입측 스탠드(F0 스탠드)와 사상 압연기의 사이에 설치되어 사상압연 입

측 판폭을 실측하는 사상압연 입측 폭 측정장치(210)와, 상기 사상압연 입측 폭 측정장치(210)에서 실측한 사상압연 입측

폭 실적치와, 선단부 및 미단부에서의 최소, 최대폭 마진과 절대값, 및 오프 센터값을 전송받아 사상압연 입측 수직압연기

(F0 엣저, F0E)의 갭 제어량을 연산하는 F0E 갭 설정치 연산장치(220)와, 코일 번호와 폭 설정값,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으

로부터 계산된 F0 엣저의 갭 보상량을 수집하는 SCC(Supervisory Control Computer)(240), 및 상기 F0E 갭 설정치 연

산장치(220) 및 상기 SCC(240)에서 각각 전송된 F0 엣저의 갭 제어량과 갭 보상량을 고려하여 제어하는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23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열간 사상압연 입측의 F0 엣저 갭의 설정 정도를 향상시

켜 압연판 전장의 폭 마진 평균 및 전후 압연판간의 폭 마진 편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압연판 전장의 폭 불량을 줄이

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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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열간압연 제어방법을 도시한 개략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의 구성관계를 도시한 개념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의 구성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며,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장치의 SCC의 구성관계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10 : 사상압연 입측 폭 측정장치 220 : F0E 갭 설정치 연산장치

230 : PLC 240 : SCC

241 : 폭 변동 예측모델 연산부

242 :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부

243 : F0 스탠드의 폭 퍼짐량 연산부

244 : F0E와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부

245 : F0E 갭 설정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열간 압연에서 사상압연 구간의 폭의 변동량을 예측하여 사상

압연 입측의 엣저 갭 설정 및 제어 정도를 향상시켜 압연판 전장의 폭 마진 평균 및 전후 압연판간의 폭 마진 편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연판 전장의 폭 불량을 줄일 수 있는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폭은 압연판의 판폭을 의미하고, 폭 마진은 압연판의 실측폭과 목표폭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종래의 열간 압연에서 폭 마진 평균과 편차 제어는 주로 조압연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때, 조압연 수평 압연기의 입측과

출측에 설치된 수직압연기(이하, '엣저'라 칭함)로부터 목표로 하는 폭 마진을 얻기 위해 수직 압연을 수행한다. 엣저에 의

한 압연은 주로 설정과 제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설정은 조압연 수평압연기에 의해 수평 폭 퍼짐이 발생하는 부분 만큼

을 미리 예측하여 엣저 갭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압연판의 선단부 및 미단부에서는 압연판의 통판 중에 매스플로

불일치(Massflow Unbalance)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폭 빠짐(폭의 치수가 고객 요구 치수보다 작은 경우) 등의 현상을 보

상하기 위하여 조압연에서의 폭 제어방법인 숏 스트로크(Short Stroke) 설정을 행한다. 한편, 조압연에서 행하고 있는 폭

제어는 주로 AWC(Automatic Width Control)에 의하여 수행된다.

열간 압연에서 사상압연 입측 수직압연기(이하, 'F0 엣저'라 칭함)의 갭 설정은 조압연 출측 폭(이하 'RW'라 표기함)과 사

상압연 입측 폭이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 사상압연 입측 스탠드(이하, 'F0 스탠드'라 칭함)에서 폭 퍼짐에 해당하는 양을

F0 폭 퍼짐 모델에서 연산하여 그 양 만큼을 사상압연 입측 수직압연기(F0 엣저, F0E)에서 압연하고 있다. 여기서 F0 폭

퍼짐 예측모델은 3차원적인 폭 변동을 예측하는 모델로서, 압연판의 온도 및 진동 등으로 인해 그 정확도가 높지 않다. 이

러한 F0 폭 퍼짐 예측모델에 의한 정확도 저하는 사상압연 출측 폭 마진의 평균 및 편차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며, 압연판

의 전장 폭 불량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사상압연 입측 폭을 RW와 같아지도록 F0 엣저의 설정값을 정확하게 설정 및 제어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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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열간압연 제어방법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간압연 공장에는 크게 두개의 폭 측정

기를 구비하고 있다. 즉, 조압연(110)에서의 출측 폭 측정기(120)와 사상압연(160)에서의 출측 폭 측정기(170)이다. 일반

적으로 조압연(110)과 F0 스탠드(150)의 사이에는 에지 히터(edge heater), 절단기(crop shear) 및 F0 엣저(140) 등을

구비하고 있고, 또한 폭 방향 온도계(130)와 조압연 폭 측정기(120) 등의 센서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F0 엣저(140)는

F0 스탠드(150)에서의 수평압연으로 인해 발생할 폭 퍼짐량 만큼을 수직 압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F0 엣저(140)의 갭

설정값은 F0 스탠드(150)에서의 폭 퍼짐 예측모델로부터 구해지므로, 폭 퍼짐 예측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야 F0 엣저(140)

의 갭 설정값도 정확하게 연산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F0 스탠드(150)에서의 폭 퍼짐 예측모델은 아래의 수학식 1로 간략

하게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수학식 1에서 Δh = hRM - hF0, f0sp : F0의 폭 퍼짐 예측량(mm), FT0 : 조압연과 F0 스탠드 사이의 온도계 실적치, hRM :

조압연 출측 두께 목표치, hF0 : F0 스탠드 출측 두께 목표치, RF0 : F0 롤 반경, RW : 조압연 출측 폭 측정기의 실적치, f

(x) : 기타의 보상량 이다.

수학식 1에서 F0 폭 퍼짐 예측량(f0sp)은 상기 설명대로 F0 엣저의 롤 갭 설정량과 같은 값이 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

이 F0 폭 퍼짐 예측모델은 3차원적인 폭 변동을 예측하는 모델이므로 압연판의 온도 및 진동 등으로 인해 그 정확도가 높

지 않다. 이러한 F0 폭 퍼짐 예측모델에 의한 정확도 저하는 사상압연 출측 폭 마진의 평균 및 편차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며, 압연판의 전장 폭 불량의 원인이 된다. 도 1에서 미설명부호 181은 SCC(Supervisory Control Computer), 182는

폭 측정장치, 183은 F0E 갭 설정치 연산장치, 및 184는 PLC를 각각 나타낸다.

일본 특허 공개번호 소62-57705호(발명의 명칭 - 판폭 제어 방법 및 그 장치)에는 연속 압연기의 스탠드 사이에서 스트립

의 판폭이나 판폭 편차를 검출하고, 그 검출치를 이용하여 스탠드 사이에 설치한 세로형 엣저의 갭을 조절하여 판폭을 제

어하는 기술에 대해 공지되어 있다.

일본 특허 공고번호 평3-78166호(발명의 명칭 - 압연기)에는 압연기의 입구측에 여러 개의 롤을 배열 설치하되, 하우징

내에 피압연재의 이동방향으로 한 쌍의 사이드 롤을 배열 설치하고, 압연기 출구측의 피압연재의 판폭을 검출하여 검출한

판폭에 따라 사이드 롤에 의한 피압연재의 압하량을 결정하되, 설정치의 판폭이 되도록 사이드 롤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

공지되어 있다.

일본 특허 공고번호 평6-18653호(발명의 명칭 - 강판의 열간압연에서의 판폭 제어 방법)에는 연속 열간압연기의 입구측

에 엣저를 설치하고, 엣저 입구측에서 피압연재의 판폭 방향 온도분포를 측정하며, 연속 열간압연기의 출구측에서 피압연

재의 판폭을 측정하고, 권취기 부근에서 피압연재의 판폭을 측정하여, 각 측정치를 기초로 소정의 식으로부터 엣저의 갭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 공지되어 있다.

일본 특허 공개번호 소62-156010호(발명의 명칭 - 연속압연기의 폭 제어 방법)에는 스탠드 사이의 앞쪽에서 피압연재의

온도 및 판폭을 검출하고, 검출된 피압연재의 온도 및 판폭에 따라 소정의 스탠드 사이에서 피압연재에 부하를 가해 장력

을 결정하고, 피압연재의 온도 및 판폭이 검출된 부분이 소정의 스탠드 사이에 도달한 시점에서 스탠드 사이의 장력을 결

정된 장력으로 하여 피압연재의 판폭을 수정하고, 소정의 스탠드 사이에서 판폭이 수정된 피압연재의 실적 판폭과 온도를

검출하고, 검출된 실적 판폭으로부터 소정의 스탠드에서의 폭 수정 오차를 검출하고, 검출된 폭 수정 오차 및 온도에 따라

소정의 스탠드 이후의 스탠드 사이에 배치되는 세로형 엣저의 갭을 조정하는 기술에 대해 공지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특허 공고번호 소58-51769호(발명의 명칭 - 압연기의 판폭 제어장치) 및 특허 공개번호 소60-141319호(발

명의 명칭 - 열간 사상압연기의 판폭 제어방법)에는 피압연재의 장력을 이용하여 판폭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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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 특허 공고번호 평3-78166호 및 특허 공개번호 소62-156010호의 기술은 스탠드 사이에 배치되는 세로형 엣저

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압연재의 두께가 20mm 이하로 얇은 경우에는 버클링 발생이나 피압연재의 통판성이 불안정하게

되므로 수평압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일본 특허 공고번호 평6-18653호의 기술은 사상 압연기의 입구측에서의 피압연재 온도 분포와 사상압연기의 출구

측의 판폭 실적과 권취 직전의 판폭에 따라 사상압연기의 입구측의 세로형 엣저를 제어하기 때문에, 피압연재의 길이방향

제어지연이 발생한다는 결점이 있다.

셋째, 일본 특허 공고번호 소58-51769호 및 특허 공개번호 소60-141319호의 기술은 피압연재의 판폭, 판두께 방향의 온

도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폭 변화량이 크고 제어 응답성이 느리다는 문제점과, 장력 변동에 따라서 피압연재의 통판

성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열간 사상압연 구간의

폭 변동량을 예측하여 사상압연 입측의 엣저 갭 설정 및 제어 정도를 향상시켜 압연판 전장의 폭 마진 평균 및 전후 압연판

간의 폭 마진 편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압연판 전장의 폭 불량을 줄일 수 있는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 및 그 방법

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사상압연 입측 스탠드(F0 스탠드)와 사상 압연기의 사이에 설치되어 사상압연 입측

판폭을 실측하는 사상압연 입측 폭 측정장치와, 상기 사상압연 입측 폭 측정장치에서 실측한 사상압연 입측 폭 실적치와,

선단부 및 미단부에서의 최소, 최대폭 마진과 절대값, 및 오프 센터값을 전송받아 사상압연 입측 수직압연기(F0 엣저,

F0E)의 갭 제어량을 연산하는 F0E 갭 설정치 연산장치와, 코일 번호와 폭 설정값,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

F0 엣저의 갭 보상량을 수집하는 SCC, 및 상기 F0E 갭 설정치 연산장치 및 상기 SCC에서 각각 전송된 F0 엣저의 갭 제어

량과 갭 보상량을 고려하여 제어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상압연 출측 마진 폭을 얻기 위해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상압연 공정의 폭 변동량을 예측

하여 사상압연 입측 폭 마진이 어느 정도로 제어되어야 하는지를 연산하는 제1 단계와, 목표 압연판 폭의 열간 상태값과

상기 제1 단계에서 얻어진 신경회로망 설정값을 이용하여 사상압연 입측 스탠드(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값을 구

하는 제2 단계와, 상기 F0 스탠드에서의 폭 퍼짐량을 연산하는 제3 단계와, 상기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값과 상기

F0 스탠드의 폭 퍼짐량을 이용하여 사상압연 입측 수직압연기(F0 엣저)와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치를 구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F0 엣저와 상기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치와 F0 엣저의 압연 하중 및 엣저 롤의 강성(Mill Constant)을 이용하여

F0 엣저의 갭 설정량을 구하여 제어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래에서, 본 발명에 따른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 및 그 방법의 양호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

명하겠다.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의 구성관계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본 발명의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는 F0 스탠드와 사상 압연기의 사이에 설치되는 사상압연 입측 폭 측정장치(210,

FOW)(도 4 참조)와, 사상압연 입측 수직압연기(F0E) 갭 설정치 연산장치(220)와, 열연공장의 PLC(230), 및 압연조건의

설정을 위한 SCC(240)로 구성된다.

사상압연 입측 폭 측정장치(210)는 RW, FW 출측 폭 측정기과 동일 유사한 구성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옵티컬 헤드

(Optical head)와 오퍼레이터 패널(Operator panel)을 구비하여 사상압연 입측 폭을 실측한다. 그리고 F0E 갭 설정치 연

산장치(220)는 사상압연 입측 폭 측정장치(210)에서 실측한 사상압연 입측 폭 실적치와, 선단부 및 미단부에서의 최소, 최

대폭 마진과 절대값, 및 오프 센터값 등을 전송받아 F0 엣저의 갭 제어량을 자체적으로 연산하여 PLC(230)로 전송한다.

그리고 SCC(240)는 코일 번호와 폭 설정값,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 F0 엣저의 갭 보상량 등을 수집하여

PLC(230)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본 발명의 SCC(240)는 사상압연의 폭 변동량을 학습하여 사상압연 출측의 목표 폭 마진이 되도록 사상압연 입측의 폭 마

진을 설정하는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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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의 구성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적

용되는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은 8단계로 구성되며, 그 구성관계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 단계(S310)에서는 사상압연 구간의 폭 마진 편차를 일으키는 변수들을 선정한다. 여기서, 마진 편차를 일으키는

변수라고 생각되는 파라미터로는 압연 지시 두께, 폭, 성분 C, Si, Mn, 압연판의 폭 평균 실측치, 강종 구분 코드, F0 ~ F6

통판 속도 설정값, F1 ~ F6 출측 판 두께 계산값, LP(루퍼)1 ~ LP5 장력 설정값, F0 ~ F6 압연 압력 계산값, F0 ~ F6 입

측 온도 계산값, FW 출측 폭 측정기의 설정값, RW 폭, F0 출측 폭 마진 실적 등이 있다.

제2 단계(S320)에서는 폭 마진과 제1 단계(S310)에서 선정된 파라미터 사이의 상호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계수(r)

를 아래의 수학식 2와 같이 연산한다.

수학식 2

수학식 2에서 x는 입력변수, Y는 출력변수, S는 분산(variance), 는 입력과 출력의 평균치이다.

제3 단계(S330)에서는 제2 단계(S320)에서 구한 상관계수(r)가 임의의 게인(ζ) 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게인(ζ)은 -1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게인(ζ)이 (+)인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 (-)인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다. 본 발명에서는 게인(ζ)을 0.8로 선정하여 상관관계를 판단하였다.

제4 단계(S340)에서는 폭 마진 편차와 제1 단계(S310)에서 선정된 파라미터와의 상관성이 큰 변수들을 이용하여 회귀 분

석(Regression)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은 Y = f(x)를 기본 연산수식으로 설정하되, Y(출력변수)를 코일내 폭 마진 평균, x

(입력변수)를 제1 단계(S310)에서 선정한 변수들을 조합한 값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5 단계(S350)에서는 제4 단계(S340)의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들을 이용하여 두 변수들 사이의 p값을 연산하는 단계이

다. 여기서, p값은 통계해석에서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이 참일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을 보여

주는 값으로서, 간략히 두 변수의 p값이 유의 수준(α)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다르다, 즉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라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6 단계(S360)에서는 선정된 파라미터와 폭 마진 평균간의 p값을 선택하여 유의 수준(α)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유의 수준(α)은 0.05로 일반적으로 선정되는 값이다.

제6 단계(S360)에서 각 파라미터별 p값의 분석 결과, p값이 0.05보다 큰 파라미터는 제거하는 제7 단계(S370)를 거쳐 변

수를 다시 선정한 다음, 제4 단계(S340)의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한다. 그러나 전체 파라미터의 p값이 유의 수준(α)보다 작

거나 같으면 제8 단계(S380)에서는 R2 를 아래의 수학식 3과 같이 계산한다.

수학식 3

수학식 3에서 SST는 전체 변동량(Total variation), SSR은 회귀분석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량, SSE는 회귀 분석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 변동량 간에는 SST = SSE + SSR 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R2 는 회귀분석

의 정밀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장치의 SCC의 구성관계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SCC(240)는 도

3과 같은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상 압연기에서의 폭 변동을 예측하는 폭 변동 예측모델 연산부(241)와, 목표

압연판 폭의 열간 상태값과 신경회로망 설정값을 이용하여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값을 계산하는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부(242)와, 일반적인 수식모델(예를 들어, 조압연에서의 수식모델)을 이용하여 F0 스탠드에서의 폭 퍼짐량을 연

산하는 F0 스탠드의 폭 퍼짐량 연산부(243)와,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값과 F0 스탠드의 폭 퍼짐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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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E와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치를 계산하는 F0E와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부(244), 및 F0E와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치

와 F0 엣저의 압연 하중 및 엣저 롤의 강성(M)을 이용하여 최종 F0 엣저의 갭을 설정하는 F0E 갭 설정부(245)로 구성된

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SCC(240)를 통해 사상압연 공정의 폭 변동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도 3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신

경회로망 알고리즘을 구동시킨다. 즉,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폭 변동을 예측하는 폭 변동 예측모델 연산부

(241)를 이용한다. 여기서, 폭 변동 예측모델 연산부(241)는 사상압연 출측 마진 폭을 얻기 위해 사상압연 입측 폭 마진이

어느 정도로 제어되어야 하는지를 연산한다. 상기 폭 변동 예측모델 연산부(241)를 통해 사상 압연기의 입측 폭 마진이 계

산되면,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부(242)로부터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값을 아래의 수학식 4로부터 계산한다.

수학식 4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값 = 목표 압연판 폭의 열간 상태값 + 신경회로망 설정값

수학식 4에서 목표 압연판 폭의 열간 상태값 = 목표 압연판 폭 * (1 + 선팽창계수 * 온도) 로 계산되는 값이다.

다음으로는 F0 스탠드의 폭 퍼짐량 연산부(243)로부터 F0 스탠드에서의 폭 퍼짐량을 일반적인 수식모델(예를 들어, 조압

연에서의 수식모델)로부터 연산한다. 그리고 F0 엣저(F0E)와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부(244)로부터 F0E와 F0간의 폭 설

정치를 계산한다. 이때 계산은 아래의 수학식 5로부터 계산된다.

수학식 5

F0E와 F0 스탠드간 폭 설정치 =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값 - F0 스탠드의 폭 퍼짐량

따라서 최종 F0 엣저의 갭 설정량은 F0E 갭 설정부(245)로부터 아래의 수학식 6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F0 엣

저의 갭 설정량이 구해지면 이를 이용하여 사상압연 폭 마진을 제어한다.

수학식 6

F0 엣저 갭 설정량 = F0E와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치 - P/M

여기서, P는 F0 엣저의 압연 하중, M은 FO 엣저 롤의 강성(Mill Constant)을 나타낸다.

발명의 효과

앞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열간 사상압연 입측의 F0 엣저 갭의 설정 정도를 향상시켜 압연판 전장의 폭 마진

평균 및 전후 압연판간의 폭 마진 편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압연판 전장의 폭 불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사항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

명의 가장 양호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고 첨부한 특허청구의 범

위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사상압연 입측 스탠드(F0 스탠드)와 사상 압연기의 사이에 설치되어 사상압연 입측 판폭을 실측하는 사상압연 입측 폭 측

정장치(21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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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상압연 입측 폭 측정장치(210)에서 실측한 사상압연 입측 폭 실적치와, 선단부 및 미단부에서의 최소, 최대폭 마진

과 절대값, 및 오프 센터값을 전송받아 사상압연 입측 수직압연기(F0 엣저, F0E)의 갭 제어량을 연산하는 F0E 갭 설정치

연산장치(220)와,

코일 번호와 폭 설정값,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 F0 엣저의 갭 보상량을 수집하는 SCC(Supervisory

Control Computer)(240), 및

상기 F0E 갭 설정치 연산장치(220) 및 상기 SCC(240)에서 각각 전송된 F0 엣저의 갭 제어량과 갭 보상량을 고려하여 제

어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230)를 포함하며,

상기 SCC(240)는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사상 압연기에서의 폭 변동을 예측하는 폭 변동 예측모델 연산부

(241)와, 목표 압연판 폭의 열간 상태값과 신경회로망 설정값을 이용하여 상기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값을 계산하는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부(242)와, 상기 F0 스탠드에서의 폭 퍼짐량을 연산하는 F0 스탠드의 폭 퍼짐량 연산부

(243)와, 상기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값과 폭 퍼짐량을 이용하여 상기 F0E와 상기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치를 계

산하는 F0E와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부(244), 및 상기 F0E와 상기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치와 상기 F0 엣저의 압연 하중

및 상기 FO 엣저 롤의 강성(M)을 이용하여 최종 F0 엣저의 갭을 설정하는 F0E 갭 설정부(24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사상압연 출측 마진 폭을 얻기 위해 신경회로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상압연 공정의 폭 변동량을 예측하여 사상압연 입

측 폭 마진이 어느 정도로 제어되어야 하는지를 연산하는 제1 단계와,

목표 압연판 폭의 열간 상태값과 상기 제1 단계에서 얻어진 신경회로망 설정값을 이용하여 사상압연 입측 스탠드(F0 스탠

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값을 구하는 제2 단계와,

상기 F0 스탠드에서의 폭 퍼짐량을 연산하는 제3 단계와,

상기 F0 스탠드의 출측 폭 마진 설정값과 상기 F0 스탠드의 폭 퍼짐량을 이용하여 사상압연 입측 수직압연기(F0 엣저)와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치를 구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F0 엣저와 상기 F0 스탠드간의 폭 설정치와 F0 엣저의 압연 하중 및 엣저 롤의 강성(Mill Constant)을 이용하여 F0

엣저의 갭 설정량을 구하여 제어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단계는,

(a) 상기 사상압연 구간의 폭 마진 편차를 일으키는 변수들을 선정하는 단계와, (b) 폭 마진과 선정된 파라미터간의 상호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계수(r)를 연산하는 단계와, (c) 상기 상관계수가 임의의 게인(ζ) 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여

작으면 상기 (b)단계를 재차 수행하는 단계와, (d) 상기 상관계수가 상기 게인(ζ) 보다 크면 상기 폭 마진 편차와 상기 선정

된 파라미터와의 상관성이 큰 변수들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Regression)을 실시하는 단계와, (e) 상기 (d) 단계의 입력변

수와 출력변수들을 이용하여 두 변수들 사이의 p값을 연산하는 단계와, (f) 상기 각 파라미터별 p값을 분석하여 p값이 유

의수준보다 큰 파라미터는 제거하고, 상기 (d) 단계를 거쳐서 변수를 다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재실시하는 단계, 및 (g)

상기 전체 파라미터의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관계수 R2 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상압연 폭 마진 제어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641755

- 7 -



도면1

등록특허 10-0641755

- 8 -



도면2

등록특허 10-0641755

- 9 -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641755

- 1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6
청구의 범위 6
도면 7
 도면1 8
 도면2 9
 도면3 10
 도면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