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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기술의 발달은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공장을 컴퓨팅을 활용한 가상의 공장으로 

진화시켜간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제조 업체에서는 컴퓨팅을 

활용한 설계, 디자인, 모델링 등을 적용한 가상 

시제품을 만들어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 

생산하기 위한 공장 구현의 한 방법으로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1][2]. 

IT 를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조 산업에서는 IT 

융합 분야로서 Virtual Factory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철강 산업에서도 IT 융합의 분야로서 Virtual 

Factory 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공장 운영 및 

이윤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조 산업에 비해 철강 

산업에 적용된 사례는 극히 미비하며 2D 

엔지니어링 단계인 2D 도면 및 경험에 

의존하므로 CAD(Computer Aided Design) 및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을 활용한 3D 

엔지니어링 단계를 지원은 하고 있으나 Point 

Solutio 으로서 특정 업무에서만 일부분 

적용하여 효과를 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벗어나 3D 모델링 및 제어 

S/W 를 연계하여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에 대한 가상 

시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설비 성능 및 

시퀸스 제어를 검증하는 Virtual Factory 기술이 

차세대 철강 엔지니어로서 발전 방향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D 모델링으로 

구축된 가상 시뮬레이션에 제어 S/W 을 

연동하여 가상 시운전이 가능한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에서 제어 S/W 의 공정 시퀸스 

오류를 검출 및 설비 상태 추적을 오류 검출 

위한 방법으로 Statechart 및 의사결정 테이블 

표를 통한 철강 공정 오류 검출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2. 가상 시운전 개념 
 

3D 기반 가상공장 시뮬레이터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통한 가상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시운전 및 제어 로직의 개선을 위한 테스트 

환경, 3 차원 모델을 활용한 운전 및 정비 교육 

환경 등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중 가상 시운전 분야는 설비의 운전 방안 

및 기능을 테스트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의 구성 및 그 기능을 3D 

기반으로 구현하여 묘사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제어 S/W 와 연동된 가상 공장 

시뮬레이터는 시퀸스 제어 및 제품의 Tracking, 

오류 조건 체크 등을 수행하며 연동된 제어 

S/W 의 비정상 상황에 대해서 가상 공장 

시뮬레이터의 3D 모델링을 통해 사용자에게 

시작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 시운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3D 

형상화, Actuator 및 Sensor의 동작 모델링, Plant 

모델링 그리고 제어 S/W 가 연동된 가상 공장 

시뮬레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강 

공장을 묘사하기 위한 가상 공장 

시뮬레이터에서는 여타의 산업 군과 다르게 

제품이 연속으로 설비에 관여하는 연속 흐름 

공정 도메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 공장 

Statechart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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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에 연속 흐름을 묘사할 수 있는 

제품 모델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품의 오류 사항 및 제품 이상 상태 

시 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어류 

검출 시스템을 통해 검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철강 공정에 적합한 가상 시운전의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다만 가상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에서 수행하는 Ideal 한 시퀸스에서 

오류를 임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제어 S/W 의 사전 테스트 및 오류 

검출을 통한 제어 S/W 의 퀄리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Fig. 1 State chart of LT (Ladle turret) 

 

3. 오류 검출 시스템 
 

오류 검출 시스템은 3D 공간상에서 

시작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 상태 추적 

및 제어 S/W 의 이상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다.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비의 상태 추적을 위한 

설비의 제어 흐름을 Statechart 를 이용하여 Fig 

1. 처럼 상태(박스)와 이벤트(선)으로 표현한다. 

또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오류 조건 또한 

의사 결정 테이블을 통해 적용한다. 의사 결정 

테이블에서는 상태를 조건으로 사용하고, 해당 

상태에서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정의를 한다. 의사 결정 

테이블 표에 정의되는 내용은 가상 시운전을 

위한 설비의 상태, 전이 조건, 정의된 

상태에서의 설비에서 검증해야 하는 제어 오류 

상황, 연속 흐름 공정의 철강 제품에 영향을 

받아 파손되거나 공정이 정지하게 되는 제품 

관련 제어 오류를 기술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철강 공정에 적합한 오류가 정의되고 

이를 시스템을 통해 임의적으로 오류 이벤트를 

발생하거나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상 시운전이 가능한 가상 공장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면 되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철강 공정에 특화된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에서 가상 시운전을 목표로 

하는 경우 철강공정 도메인을 나타내기 위한 

제품 묘사 필요성과 이를 가상 시운전에 적용 

시 오류를 발생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설비에 

대한 상태를 추적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오류 검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Statechart 와 의사 

결정 테이블 표를 제안하였으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오류 검출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을 바탕으로 철강 

공정에 적합한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에서 가상 

시운전을 위한 오류 검출 및 오류 발생 

시스템을 개발하여 철강 공정 가상 공장 

시뮬레이터에 적용하여 이에 따른 효용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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