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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강공정 가상공장 시스템은 조립공정과는 달리 연속공정의 특징을 가지며 공정과 자원의 배치
가 아닌 공정을 구성하는 설비의 특성에 따라 제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여러가지 설비의 모델들
이 시뮬레이션 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다중계층의 복잡한 모델 구조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 Descrete Event System 의 수학적 명세 방법론을 적용하여 복잡하고 계
층구조적인 설비의 모델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철강산업은 거대한 장치산업으로 신제품의 개발 및 

신강종의 개발 시 실제설비를 이용한 다양한 테스트

는 엄청난 비용과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최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품의 설계 및 생산에 관한 다양한 업무들을 3D 를 기

반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가상공간의 철강공정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계층구조 

를 가진 각각의 객체들의 상태 및 동작을 효율적으로 

모델링 하기란 쉽지 않다.  

3D 가상공간이라는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설비와 똑

같은 움직임을 구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의 객체, 가상설비를 모델링 하

기 위하여 이산사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을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다. 

 이산사건 시스템의 대표적 수학적인 방법론인 

De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명세기법을 활

용하면 복잡하며 계층적인 시스템의 모델링을 효과적

으로 구현 할 수 있으며 이의 방법을 통해서 철강산

업과 같은 연속공정의 가상설비를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고 모델링 방법을 적용한 가상공장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빠른 의사결정

을 위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2. 모델링 방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링 방법은 Zeigler 박사가 

고안한 De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명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시스템을 객체단위로 나누어 계층적이

고 모듈러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한 수학적 틀이다. 

시스템을 원자모델과 결합모델로 표현한다.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원자모델의 수학적 명세는 아

래와 같다. 

 
AM = <X, Y, S, δext, δint, λ, ta> 
X: 이산사건 입력 집합 
Y: 이산사건 출력 집합 
S: 모델 상태의 집합 
δext : Q × X → S: 외부 상태 천이 함수 
( Q={(s,e)|s∈S, 0≤e≤ta(s)}: M의 모든 상태 ) 
δint : S → S: 내부 상태 천이 함수 
λ : S → Y: 출력 함수 
ta: S → R0,∞+: 시간 진행 함수 

 

결합모델은 여러 모델을 내부적으로 연결하여 만든 

모델이며, 내부 모델은 원자모델과 결합 모델 모두 

가능하며 이러한 내부모델들을 계속 결합하여 더욱 

큰 시스템을 표현 할 수 있다. 

다음은 결합모델의 수학적 명세이다. 

 

CM = <X, Y, {Mi},EIC,EOC,IC,SELECT> 

X : 이산사건 입력 집합 

Y : 이산사건 출력 집합 

{Mi}:컴포넌트 모델들의 집합 

EIC : 외부 입력 연결 관계 

EOC : 외부 출력 연결 관계 

IC : 내부 연결 관계 

SELECT : 2{Mi}– Ø → Mi:같은 시각에 존재하는  

사건을 발생하는 모델들에 대한 선택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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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상정의 

 

(그림 1) 설비 구조 예시 

 

위의 그림을 기 기술한 원자모델(Atomic Model) 및 

결합모델(Coupled Model)의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

여 명세를 하면 아래와 같다. 

 

Coupled Model : Ladle 

{Mi} : Bucket , Slide Gate 

X : Ladle Input Event 

Y: Ladle Output Event 

EIC : Ladle Input Event -> Bucket Input Event 

     Ladle Input Event -> Slide Input Event 

EOC : Bucket Output Event -> Ladle Output Event  

      Slide Gate Output Event -> Ladle Output 

Event 

IC : Bucket Output Event -> Slide Gate Input 

Event 

    Slide Gate Output Event -> Bucket Input Event 

 

Coupled Model : Bucket 

{Mi} : Band , Container 

X : Bucket Input Event 

Y: Bucket Output Event 

EIC : Bucket Input Event -> Band Input Event 

     Bucket Input Event -> Container Input Event 

EOC : Band Output Event -> Bucket Output Event 

      Container Output Event -> Bucket Output 

Event 

IC : Band Output Event -> Container Input Event 

    Container Output Event -> Band Input Event 

 

Coupled Model : Slide Gate 

{Mi} : Bolt , Nut, Shaft 

X : Slide Gate Input Event 

Y: Slide Gate Output Event 

EIC : Slide Gate Input Event -> Bolt Input Event 

     Slide Gate Input Event -> Nut Input Event 

 Slide Gate Input Event -> Shaft Input Event 

EOC : Bolt Output Event -> Slide Gate Input Event 

      Nut Output Event -> Slide Gate Input Event 

      Shaft Output Event -> Slide Gate Input 

Event 

IC : Bolt Output Event -> Nut Input Event , Bolt 

Output Event -> Shaft Input Event 

    Nut Output Event -> Bolt Input Event , Nut 

Output Event -> Shaft Input Event 

    Shaft Output Event -> Bolt Input Event , 

Shaft Output Event -> Nut Input Event 

 

 

Atomic Model : Band 

X : Band Input Event 

Y: Band Output Event 

S : Status1, Status2, … 

δext : Q × X → S 

δint : S → S 

λ : S → Y 

ta: S → R0,∞+ 

 

Atomic Model : Container 

X : Container Input Event 

Y: Container Output Event 

S : Status1, Status2, … 

δext : Q × X → S 

δint : S → S 

λ : S → Y 

ta: S → R0,∞+ 

 

Atomic Model : Bolt 

X : Bolt Input Event 

Y: Bolt Output Event 

S : Status1, Status2, … 

δext : Q × X → S 

δint : S → S 

λ : S → Y 

ta: S → R0,∞+ 

 

Atomic Model : Nut 

X : Nut Input Event 

Y: Nut Output Event 

S : Status1, Status2, … 

δext : Q × X → S 

δint : S → S 

λ : S → Y 

ta: S → R0,∞+ 

 

Atomic Model : Shaft 

X : Shaft Input Event 

Y: Shaft Output Event 

S : Status1, Status2, … 

δext : Q × X → S 

δint : S → S 

λ : S → Y 

ta: S →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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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학적 명세는 De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을 사용하여 Ladle을 구성하는 요소들

을 표현 한 것이며 상하 구성요소들간의 관계, 이벤

트, 상태값들이 정의 된다. 

 

나) 움직임 정의 

움직임 정의는 형상 정의에서 정의된 모델들 중 실제 

움직임으로 제어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정의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철강 가상설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설비를 움직이기 위한 모터의 정의와 설비의 움직

임을 체킹하는 가상센서가 필요하다. 움직임 정의 부

는 이 모터와 센서에 대하여 정의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실제 설비는 PLC에서 보내는 Input 제어 값을 받아 

설비가 움직임 가상설비는 특정 Input 신호가 들어오

면 그 신호 값에 맞춰 모터를 제어해서 설비를 움직

이고 센서에 의해서 측정값을 다시 PLC로 Output 신

호로 내보내는 방식을 반복하여 설비를 제어한다.  

이벤트가 동작하는 Input 신호와 Output 신호를 정의

하고 모터와 센서의 움직임을 input, output 이벤트

에 동작하게끔 원자모델의 4개의 함수에서 정의 한

다. 

 

원자모델의 4개의 함수인 δext, δint, λ, ta 함

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δext 함수는 외부에서 현 모델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시에 동작하며 모델의 지정된 행위를 수행하고 

내부 Status를 변경하며 ta함수를 호출하여 리스케

쥴링 한다. 

모델에 지정된 시간에 도달하면 그 모델은 λ, δint 

두개의 함수를 호출하고 리스케쥴링 한다. 

λ함수는 외부 모델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며 함수에 

지정된 행위를 수행한다. 

δint함수는 함수내부에 지정된 동작을 수행하고 모

델의 Status를 변경하고 다시 리스케쥴링 한다. 

위에서 설명한동작들은 De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의 내부 알고리즘이며, 시간이 진행됨

에 따라서 모델들은 시뮬레이션 된다. 

원자모델의 4개의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특성에 맞는 

행위를 프로그래밍 하며, 타 모델로 데이터를 전송 

할수 있고, 내부 상태변화를 수행한다. 

모델들은 내부 상태변화 및 움직임 등의 동작을 3D 

CAD Viewer 프로그램과 정보를 교환하며 시뮬레이션

된다. 

 

다) 기능정의 

형상 정의에서 움직임의 대상과 그 범위 값을 정의했

다면 움직임 정의에서 실제 PLC 신호를 연동하여 설

비를 움직인다. 위와 같이 두 정의 부에서 정의한 값

만 가지고 가상설비를 정의하여 가상설비를 구성하면 

실제 설비와 똑같은 움직임을 표현할 수 없다. 구체

적인 예를 들어 3D CAD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형상을 

가상공간에서 움직일 때 실제 설비와 똑같은 움직임

을 보이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설비의 무게, 모터의 성능, 설비의 무게에 대

한 가감속, 관성 등 역학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실

제 설비와 똑같은 모사가 가능하다. 기능 정의 부에

서는 움직임 정의 부에서 정의한 움직임에 대해서 가

상환경에서는 표현 할 수 없는 설비의 무게, 유량센

서, 단위환산 등을 알고리즘화하여 저장한 수식모델

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가상공장 솔루션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De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명세방법을 사용하여 가상설비 모델링

을 수행 하였다. 본 방법은 연속 흐름 공정의 구성에 

필요한 설비 모사에 적합하며 원료(석유 제품), 화학 

등의 흐름 공정 시뮬레이션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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