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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열간압연 공정에 있어 효율적인 제품 생산 스케줄링에 필수적인 제품단위 에너지 사용 모

델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 혹은 최소화하여 사용하여 실시간 처리량을 최

대화함으로써 생산 예정 리스트로부터의 예측 작업 수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기법은 다

변량 선형 모델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인공 지능 혹은 신경망 학습 방식에 비교하여 그 처리 속도가 빠르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두에서 대상 응용처인 철강 산업과 열간 압연 공정 및 에너지 스케

줄링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한 후 본문에서 모델링을 위한 사전 데이터 수집, 모델링 기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결론에서 모델의 정확도 성능을 최신 신경망 기법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키워드: 열간압연공정(Hot Rolling Process), 다변량 선형모델(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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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철강 산업은 철광석, 고철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강관, 철근, 

봉형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며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이

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또한 건설, 자동차, 조선, 

전력 등의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국내 대표적인 산업이다.

국내 철강 산업은 2012년도 기준, 전 산업 GDP의 3%, 제조업의 

9.7%, 수출 6.6%, 수입 5.8%, 고용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4.3%로 세계 철강 산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산업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비례한 많은 문제점들 또한, 가지고 

있다. 그 중 최대 이슈는 환경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이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발생량 감축을 위한 국가 간의 협정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각국의 목표 달성 수단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원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에너지 저감 및 효율화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2]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술은 상기 언급한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을 이루기 위한 간접적인 에너지 사용 효율화 기술 개발에 해당된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열간 압연 공정에 있어 압연 소재 생산단위 

집합체인 롤 단위(Roll Unit)의 일별 구성에 있어 적절한 생산배치를 

통한 예측 가능한 효율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즉, 생산 예정 항목으로부

터 전체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예측하고 이를 생산 시간 단위로 

에너지 소비와 단가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공급된 전력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분배하여 

공장 단위 에너지 사용을 정량화하고 생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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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생산제품별 에너지 사용량 실측치

II. 본론

1. 열간 압연 공정 및 주요 설비

열간 압연은 압연 가공에서 재료의 재결정 온도(1200℃)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재가열, 조압연, 사상 압연, 냉각, 권취 및 절단, 정정 및 출하의 

과정을 거쳐 생산을 완료하는 연속 공정이다.

각각의 공정에 있어 주요 설비는 재가열 공정의 가열로(Reheating 

furnace), 조압연 공정의 조압연기(Rough mill), 사상압연 공정의 

사상압연기(Finishing mill), 냉각 공정의 냉각 테이블(Run-out 

table) 및 권취 공정의 권취기(Down coiler) 등이 있다.

Fig. 2. 열간 압연 공정 및 주요 설비

2. 공정 데이터 수집 및 특징점 선정

열간 압연 공정에 있어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하여 주요 공정 설비에 

대한 에너지 계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주요 설비에 대한 조업 데이터 및 공정 내 제품 흐름 데이터를 

공정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하여 사용된 에너지 데이터와 조업 

데이터를 연동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 제품 단위 에너지 사용 모델링을 위하여 구축된 계측 인프라 

및 조업 정보로부터 제품 종류별 에너지 모델에 관련된 특징점 후보군

을 선택하였고 수집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기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분석을 위하여 수집,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여 이상치 제거를 수행한 후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에너지 

데이터와 각 특징점 후보군 간의 상관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대표 특징점을 결정하였다.

Fig. 3. 제품단위 전력사용량기준 상관분석 결과

3. 생산제품별 에너지 모델링

상관분석 등을 통하여 선정된 대표 특징점에 대하여 공정 중 변경될 

수 있는 요소인 히터 사용 여부에 대하여 선택적 요소를 적용하고 

제품 관리 번호를 특징점으로 추가하였으며 모델 수립 후 모델 예측 

성능 평가를 위하여 통계적 결정 계수인 r2 값을 사용하고 별도의 

정확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측정치  예측치

수식 1. 모델 정확도 지수

에너지 예측 모델은 수집 데이터 관측 및 분석을 통하여 종속 

인자 y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하고 대표 특징점을 모델 인자 x로 

하는 다인자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다.

          

수식 2. 다인자 선형 에너지 예측모델

Fig. 4. 생산 제품 데이터 및 통계적 특징 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267

Fig. 5. 생산 제품 에너지 사용 모델 Coefficient 일례

열간 압연 공정에 있어 최종 생산 제품의 에너지 사용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수식 1의 정확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96.29%의 

성능을 보였다. 제안된 다변량 선형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교 모델로써 최신 신경망 모델인 XGBoost (Extreme Gradient 

Boost) 모델을 사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정확도 

평균이 XGBoost 기법의 성능은 97.04%의 성능을 보여 제안된 

다변량 선형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Fig. 6. 생산 에너지 예측 vs. 실측 비교 실험 데이터

III.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 제안된 열간 압연 생산 제품에 있어 에너지 모델링 

기법은 최초 주문 시 발생되는 생산 예정 항목을 입력으로, 이전 

생산 실적 기반으로 본 논문 기술로 수립된 제품 모델을 활용하여 

열간 압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품 생산 에너지 예측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스케줄링

은 대규모 철강 산업에 있어 에너지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열간 압연 제품에 대한 에너지 사용 모델 기법은 

향후 소비자로부터의 주문 생산에 대하여 소비되는 에너지를 미리 

예측하여 스케줄링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적재적

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함으로

써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잇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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