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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철강 산업에서 방향성 전기강판의 생산 및 운영은 일반 강판과는 달리 

수많은 공정을 통과하고 인자들을 관리하며 미세한 변동에도 쉽게 

불량이 발생하는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종래의 방향성 전기강판 품질 예측 방법은 탈탄소둔 공정을 통과한 

코일에서 시편을 Sampling 한 후 현미경을 통하여 조직을 관찰하고 

Grain Size를 측정한 후 관리 범위 수준 여부를 파악하여 품질의 

합격/불량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예측 방법은 담당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現 분석 전체 면적의 0.001%만 Sampling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석 오차가 매우 크고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Data Mining을 

통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품질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강, 열연, 전기강판 공정의 조업 실적 Data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양호재와 불량재간 Data 군집 분류 및 Data간 교효 

작용의 알고리즘을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자성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불량 발생을 저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어 : 결정립 크기, 철손, 방향성 전기강판, 예측 모델, 핵심인자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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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방향성 전기강판은 자화 용이 방향인 <100> 결정방향을 

압연방향으로 배열시킴으로써 자기적 특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으로써 변압기 및 전기 모터와 같은 응용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집합조직의 압연방향 배향성을 더욱 강화시켜 저철손 및 

고투자율 특성을 향상시킨 제품을 HGO (High Permeability Grain-

Oriented) 라고 부르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이 제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다. [1] 

또한 국가별 1인당 전력 사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주요 국가중 가장 가파른 Energy 소비국 중 하나이며 (高위험지역) 

전기강판 HGO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냉연강판 사용시) 

현재 발전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15배 규모의 발전소가 필요하게 됨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림 1. 주요 국가 1인당 전력소비 현황 

일반 냉연강판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향후 고효율 전기강판 

(HGO) 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력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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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화석 에너지 등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이는 CO2 배출량 

저감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온실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림 2. 고효율 전기강판 사용시 온실효과 완화 

 이와 같이 전기강판의 사용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 친환경 소재로써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Needs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철강 

제품 중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만큼 관리가 

어려워 사람에 의해 주요 인자들을 제어하는 것이 어느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제철 산업 중 일반 강판을 

생산할 때에는 이미 오랜 전부터 공정제어 모델 등을 활용하여 품질을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전기강판의 경우 일반강과는 

달리 특수강으로써 예측이 난이하고 변수가 다양하여 예측을  통한 품질 

관리는 시도된 바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전기강판 자성 품질의 예측 

정합성을 개선하고 예측 모델에 의해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불량을 줄이고 가공비를 저감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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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안정적인 전기강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품질의 합격/불량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본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1.2.1. 연구 목적 

 

1차 재결정립 크기 제어는 HGO (High Permeability Grain-Oriented) 

급 자기적 특성 품질을 확보하기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며, 어떻게  

제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oil 내 시편을 Sampling 하여 

전자 혹은 광학 현미경을 통해 미세 조직을 관찰한 후 적정 수준의 관리 

범위 내에 제어되었는지에 따라 자기적 특성을 예측하여 왔다. [2] 

그러나 이와 같이 Sampling을 통한 예측 방법은 한계가 있는데 전체 

코일 중 극히 일부만 (전체의 0.001%) 측정 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제품의 합격, 불량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로 인해 예측된 값와 실제 품질과의 상관 관계가 낮은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품질을 제어하는 시점과 품질을 확인하는 시점간의 

차이가 약 7일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긋나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대량 

불량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량에 의한 

실수율 저하, 생산량 감소, 고객 납기 지연 등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Sampling을 통한 품질을 예측하는 방법이 

아닌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의 품질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로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예측 정확성이 개선되고 Input data와 실제 품질간 상관관계 

정립을 통한 자동 모델 조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생산 

공정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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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품질 예측 변화 모습 

1.2.2.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품질 영향인자 발굴 및 컨트롤 변수 [3]를 활용하여 

품질영향 인자와 자성 품질간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Macro 

Data, Micro Data를 활용하여 컨트롤 변수와 품질영향 인자간의 

관계식을 도출하고 도출된 관계식을 예측 모형에 반영하여 품질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4. Data 수집,통합,정제,분석을 통한 품질 예측 모델 개발 

이를 위해 우선 Data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 Data의 정제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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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 및 결측치 처리) 영향 인자를 도출한 다음 통계적 Data와 

야금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품질 예측도가 높고 시간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최적모델을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려 한다. 

 

그림 5. 품질 예측 시스템 구축안 

평가 방법으로는 기존 Sampling 방식에 의한 합/불 예측 기준과 

모델링에 의한 합/불 예측 기준을 비교하여 분류표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분류율 및 양품 적중율, 결함 적중율, 오분류율을 평가한다. 

 

표 1. 분류표 방법론을 통한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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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제 1 절 배경 지식 
 

전기 강판 (실리콘 강판이라고도 함)은 일반 강판보다 Si 함량이 높다. 

전기 강철은 높은 자속 밀도를 포함하여 우수한 전기 및 자기 특성을 

가지며, 이는 강철을 자화하기 쉽게 만든다. 즉, 코어 손실이 적어 

전자기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아진다. 

 

그림 6. 변압기 사용 경로 

전기 강판은 강의 결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무방향성 전기 

강판과 자기 특성이 한 방향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방향성 전기 강판으로 

분류된다. 1900년 Robert Hadfiel에 의해 무방향성 전기 강판이 

개발되었으며, 응용 분야에는 전기 모터 및 발전기와 같은 회전 기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1933년 American Norman 

Goss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다. 압연 방향에서 우수한 자성 특성을 

가지므로 그림 7과 같이 주로 변압기와 같은 고정 전기 장치에 

사용된다. 이 특성은 최종 Annealing 또는 고온 Annealing 프로세스 

중에 발생하는 2 차 재결정化 또는 비정상적인 입자 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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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변압기 종류 

전기강판 생산 공정은 제선, 제강, 압연을 통과한 후 제종 제품의 

특성을 불어넣기 위한 전기강판 본 공정을 모두 포함한 공정으로 제선은 

원료인 철광석과 유연탄 등을 커다란 고로에 넣어 액체상태의 쇳물을 

뽑아내는 공정을, 제강은 이렇게 만들어진 쇳물에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압연은 쇳물을 슬래브 (커다란 쇠판) 형태로 뽑아낸 

후 여기에 높은 압력을 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림 8. 일관 제철 프로세스 

이후 전기강판 본 공정에 와서도 총 6단계로 구분이 되어지며 

1단계인 소둔상세 단계에서는 냉연성 확보를 위한 산세 처리 (Scale 

제거) 및 집합조직 제어 등이 주 목적이며, 2단계인 냉간압연 

단계에서는 형상제어, 두께제어 등을 중점 관리 항목으로 한다. 이후 

품질에 가장 중요한 3단계인 탈탄소둔 단계에서는 최종 제품의 자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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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향상 및 자기시효 (강중에 잔존하는 카본이 시간이 지나 

Carbide로 석출되면, 자구의 이동을 방해하여 자기적 특성을 

떨어트리는 현상) 방지를 위한 탈탄을 진행하며, 안정적 2차 재결정립 

확보를 위한 1차 재결정립 Size를 적정화하며 적정량의 Inhibitor를 

확보하게 된다. 그 밖에 고품위의 Base Coating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산화층을 관리하게 된다. 이후 4단계인 고온소둔 단계에서 결정립의 

2차 재결정, 불순원소(S,N) 제거와 유리질 피막의 형성을 목적으로 

권취 상태의 탈탄소둔판을 고온에서 장시간 유지후 냉각시키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5단계인 평탄화 소둔 단계에서 절연 코팅 및 

열간 교정, 정정 기능 등을 통해 최종 제품으로 생산하게 된다. [5] 

 

그림 9. 전기강판 제조 공정 

이중 무엇보다도 탈탄소둔 단계는 일반적으로 품질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급 제품인 HGO급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탄소둔 공정에서의 Vital Few의 섬세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1차 결정립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결정립 

크기에 따른 품질의 차이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물에 의해 소개되어 

있으며 기존의 품질 예측은 바로 1차 결정립 크기를 관리 기준내에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합격과 불량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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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rain Size가 자성 품질에 미치는 영향 

다만 동일한 Grain Size 내에서도 품질의 편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Grain Size를 측정하는 담당자의 측정 편차에 따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탈탄소둔이 끝나는 시점과 실제 품질이 측정되는 시점이 

약 7일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품질 예측이 실패하는 경우 

대량 불량이 발생하는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림 11. 現 system에서의 문제점 

제 2 절 관련 연구 
 

2.2.1. 중회귀 분석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선형적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를 통해 

변수간의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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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귀 모형 

𝒀 j = β𝟎 + β𝟏𝒙1j + β2𝒙2j + εj 

𝒀 j = j번째 측정된 𝒀의 값 

β𝟎 , β𝟏 , β2 = 모집단의 회귀계수 

𝒙1j = j번째 주어진 고정된 𝒙1의 값, 𝒙2j = j번째 주어진 고정된 𝒙2의 값 

εj = j번째 측정된 𝒀의 오차항으로 혹률 분포는 N( 0, σ2) 이며, 다른 

오차항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결정 계수 :  

𝑟2 =
𝑆𝑆𝑅

𝑆𝑆𝑇
= 1 −

𝑆𝑆𝐸

𝑆𝑆𝑇
,  ad-𝑟2 = 1 −  

(𝑛−1)×(1−𝑟2)

𝑛−𝑝−1
 (p : 독립변수의 수) 

SST = Σ(𝒀 j – Y̅)2, SSE = Σ(𝒀 j – �̂�)2, SSR = Σ(�̂� – Y̅)2 

SST = SSE + SSR 

 

2.2.2. 앙상블 기법 

Bagging은 (Bootstrap Aggregation) 비모수 통계 기법인 Bootstrap 

(자료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Sample을 Random 복원 추출하여 다수의 

자료를 생성)을 이용하여 기존 모델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 개의 Boostrap Sample을 생성하고 각 Boostrap 

Sample에 대한 모델을 만든 후 결합하여 최종 모델을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자료를 모집단으로 가정하고 이로부터 평균 예측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예측 모델의 분산을 줄여줌으로써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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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Bagging을 통한 모델 생성 과정 

Boosting은 초기 Weight를 바탕으로 예측 모형을 생성한 뒤, 예측이 

틀린 관측치에게는 더 많은 Weight를 주어 틀렸던 예측을 맞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성된 M개의 모형을 

결합하여 최종 모형을 얻을 수 있다. [9] 

Bagging과의 차이점으로는 Bootstrap 표본 추출 시 단계별로 

표본추출 확률을 조정하여 오분류된 관측치의 확률을 높게 설정하여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관측치에 대한 학습을 강화시켜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각 모형에서의 예측 결과 결합시, 가중 평균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요 특징으로 예측력이 약한 모델을 결합하여 강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방법으로 예측력이 약한 모델의 경우 Random 하게 예측하는 

것보다 약간 좋은 예측력을 지니게 하고 예측력이 강한 모델의 경우 

예측력이 최적에 가까운 모델을 갖게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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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Boosting을 통한 분류 과정 

2.2.3. 로지스틱 회귀 

 독립 변수 X와 종속변수 Y(이진형 : 0 또는 1)의 관계를 모형화하는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Y가 1일 확률은 계산한다. 계산된 

Y가 1일 확률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절단값이 필요하며, 

절단값은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를 최적화하는 기준으로 정해진다. 

계산량이 적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즉 Y가 1일 확률이 

절단값 보다 큰 경우 1로 분류하며 작은 경우 0으로 분류하게 된다. 

[10] 

 독립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판별분석 

보다 덜 제한적이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중 

공선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에 편차가 생기고 큰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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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모델의 적합 결과 Histogram 

2.2.4. LASSO 

최소 제곱법에 의한 회귀 분석을 (회귀계수)에 대한 제약이 없어 

회귀계수가 무한정 커질 수 있고 이는 모델의 복잡성과 분산을 증가시켜 

예측 오차를 커지게 하기 때문에 이 회귀 계수를 Control 할 수 있는 

방법이다. [11] 

𝑎𝑟𝑔𝑚𝑖𝑛 ∑(𝑦𝑡  − 𝛽0  −

𝑁

𝑡=1

 ∑ 𝜒𝑘𝛽𝑘)2  +  𝜆

𝑝

𝑘=1

∑|𝛽𝑗|

𝑝

𝑗=1

 

 

주요 장점으로 능형 회귀의 축소 추정치와 변수 선택을 통해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최종 모형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2.2.5. Ridge  

 가장 예측력이 높은 설명변수부터 하나씩 넣어가며 회귀계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다중공선성이 높은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 특히 변수가 많고 계수의 크기가 거의 동일한 크기일 

때 성능이 좋다. 이는 높은 분산을 가지는 상황에서 가장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귀계수가 독립 변수의 단위에 영향을 받는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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𝑎𝑟𝑔𝑚𝑖𝑛 ∑(𝑦𝑡  − 𝛽0  −

𝑁

𝑡=1

 ∑ 𝜒𝑘𝛽𝑘)2  +  𝜆

𝑝

𝑘=1

∑ 𝛽𝑗
2

𝑝

𝑗=1

 

 

2.2.6. Elastic Net  

가장 예측력이 높은 설명변수부터 하나씩 넣어가며 회귀계수를 

업데이트한다. 결과는 기존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동일하다. 표본이 바뀌어도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아 안정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많은 변수 중 의미 있는 변수만을 골라주어 해석이 용이하며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모두 선택되도록 하는 그룹화 효과도 

가지고 있다. Alpha 값은 0과 1사이로 정할 수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LASSO와 비슷하고 0에 가까울수록 Ridge와 비슷한 방법이 된다. 보통 

0.5로 함으로써, 두 방법을 반씩 섞는다. 단점으로는 계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 [13] 

    𝑎𝑟𝑔𝑚𝑖𝑛 ∑(𝑦𝑡  − 𝛽0  −

𝑁

𝑡=1

 ∑ 𝜒𝑘𝛽𝑘)2  +  𝜆

𝑝

𝑘=1

∑|𝛽𝑗|

𝑝

𝑗=1

+ 𝜆 ∑ 𝛽𝑗
2

𝑝

𝑗=1

 

 

설명 변수의 개수가 많을 때나 변수의 개수를 줄이고 싶을 때 주료 

사용된다. Elastic Net은 LASSO와 Ridge를 결합하여 두가지 방법의 

장점을 모두 살린 모형이라 볼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영향을 주는 

변수는 X인데, 같이 붙어다니는 변수 Y가 있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Y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때 LASSO를 사용하면 X가 

사라지고 Y만 남거나, Ridge를 사용하면 Beta를 전체적으로 줄여줘서 

변수 선택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lastic Net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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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LASSO, Ridge, Elastic Net 비교 

2.2.7. SVM 

다른 학습 알고리즘처럼 점들을 분리하는 초평면을 찾는 것으로 끝나

지 않고 점들을 분리할 수 있는 수많은 후보 평명 중에서 Maximum-

Margin 인 초평면을 찾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4] 

 

그림 16. SVM 방법론 

기존 신경망 등의 알고리즘은 오류율을 최소화하는데 반해 SVM은 여

백을(Margin) 최대화하여 일반화 능력을 극대화한다. 

신경망은 초기값 ①에서 시작하여 ②를 찾았다면 멈추는 반면 SVM은 

③을 찾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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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일반 신경망과 SVM 차이  

2.2.8. 주성분분석 

독립변수 간에 상관성이 높은 변수가 있고 변수가 많을 경우 주로 사

용된다. 차원 축소를 통해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을 제거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 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8.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방법론으로는 표본 공

분산 행렬의 (혹은 표본 상관계수 행렬) 고유치(Eigen Value)를 계산 

한다. 그리고 주성분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두가지 중 하나를 

사용한다. 첫째는 기준(예:1)보다 큰 고유치의 개수이고, 두번째는 전체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고유치로부터 계산 가능) 기준(예:70%)을 넘

는 주성분의 수이다. 이렇게 결정된 수만큼 주성분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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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정의 및 개선 방안  
 

본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종래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제 1 절 문제 원인 

 

現 프로세스 상의 가장 큰 문제는 품질 제어 시점과 확인 시점간 10

일이라는 시간 차이에 의해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취가 어렵

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품질 제어 공정에서의 세밀한 관

리를 요구하나 Input 인자 개수가 많고 서로간 교효작용으로 인해 미세

한 변동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종래의 방법으로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을 제어하는 공정이 끝

난 시점에서 Sampling을 통해 시편을 채취한 후 전자현미경으로 미세 

조직을 관찰하여 품질을 측정하나 정확성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체 제품 중 일부만 Sampling하여 측정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림 19. 시편 채취를 통한 품질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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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를 다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이 제어되는 시점과 확인 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시간 지

연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둘째, 외부 요인에 의한 교호작용으로 변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외부요

인 관섭 시스템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셋째, 시편 측정 결과와 실제 품질간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불확실 시

스템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20. 블락선도 (제어 시스템 문제점) 

 

 

제 2 절 개선 방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를 검토하여 문제 구조를 도식하자면 다

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여기서 시간 지연, 외부 요인, 조직 제어의 

경우 기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었던 반면 예측력이

란 부분은 Sampling을 어떻게 정밀하게 하고 측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있었느나 예측 모델을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

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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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품질 변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 

이를 통해 시간지연, 판단 Miss, 수동 제어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現 

프로세스에서 품질 편차가 유발되는 문제점을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모

델링에 의한 조업을 통해 품질 편차를 저감시키고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2. 모델 적용을 통한 품질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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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기강판 철손품질 예측 모형 
 

제 1 절 개요 
  

 본 연구를 통해 철손 품질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결함 예측 

방식 (현미경 으로 미세 조직을 관찰하여 품질 예측) 대비 정합성을 

개선하고자 진행하였다. 특히 기존 방식에서의 합격 예측률은 85% 

수준으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불량 예측률이 40%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큰 만큼 예측 모형을 통해 정확도 

향상 수준을 합격 예측률은 90% 이상, 불량 예측률은 70% 이상 

달성되는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3. 프로젝트 목표 및 Y값 

제 2 절 Data 
 

전기강판의 Da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먼저, Micro 

Data는 생산 라인을 따라 자동화된 센서가 정기적으로 측정한 출력 

값으로 구성된다. 압력 또는 온도와 같은 특정치를 측정하는 수백 개의 

개별 계측기가 있으며  계측기 1대에 100 ~ 2,500 개의 출력 값이 

있으므로 한 개의 코일에는 수십만 개의 Data 포인트가 생성된다. 

둘째, Macro Data는 한 코일당 특정 지점에서 측정된 수십개의 값이 

평균값으로 나타내어지나 필요에 따라 최소, 최대값 등으로 환산하여 

출력될 수도 있다.  

그 밖에 센서에서 유래하지 않은 변수, 예를 들어 성분 및 첨가제의 

비율 등을 Data에 포함하였다. 또한 Data로 기록되지 않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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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할 때의 습관,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행위 등을 기록하여 일지로 

남기는 것 또한 Data로 포함하였다.  

Data 수집 기간은 전체 13개월치이며 소스가 되는 Database는 

Macro Data를 주로 처리하는 조업해석과 Micro Data를 주로 처리하는 

조업기술해석을 활용하였다. 이 Data들의 전체 용량은 약 30GB 정도가 

된다. 그 외 전기강판 자체 서버에 저장 중인 Text Data 1건과 일지 

형태로 보관되는 Data 8건을 추가하였다.  

 주요 Data 항목으로 제강 공정에서는 성분, 취련시간, 출강온도, 

RH처리 시간 등이 있고 열연 공정에서는 가열대 온도, 균열대 온도, 

가열로 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 등이 있으며 전강 공정에서는 소둔로 

온도, 수소비, 이슬점 온도, 암모니아 농도 등을 들 수 있다. 

상세 Data 수집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림 24. Data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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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탐색을 위해 분석용 Data를 생성한 후 Data 구조를 파악하고 

Data를 시각화 한 다음 변수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용 Data 생성 : 분석 목적 및 방향에 맞도록 원천 Data를 분석용 

Data로 생성하여 다양한 소스의 Data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였다. 

 

그림 25. 분석용 Data 생성 

Data 구조 파악 : Dat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분석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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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인지 파악하고 분석 가능한 Data로 만들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 과정으로 이상치 및 결측치 등을 통해 분석 가능한 

Data를 선별하였다. 

변수 명 Type 예시 결측치 

재료번호 Factor EHS2922 0 

연속성 Factor O 4 

Slab 번호 Factor HAH302393 0 

Charge Factor SB29384 0 

가열로 번호 Factor 5 0 

연주속도 Num 1.42 5 

C 성분 Num 0.333 23 

Si 성분 Num 3.123 23 

Sol-Al 성분 Num 0.853 23 

Ti 성분 Num 0.234 23 

예열대 온도 int 648 14 

가열대 온도 int 927 14 

균열대 온도 int 1102 14 

재로시간 int 38 35 

평균 속도 int 120 14 

입측 온도 int 121 21 

출측 온도 int 112 21 

권취 온도 int 74 21 

대기 온도 int 27 21 

 

표 2. Data 구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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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통계량 계산 : Data가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기초 통계량 계산을 

실시하였다.  

 

변수 명 mean S.D median min max range 

연주속도 1.295 0.012 1.3 1.16 1.3 0.14 

C 성분 0.053 0.002 0.053 0.049 0.057 0.008 

Si 성분 3.166 0.026 3.167 3.053 0.329 0.19 

Sol-Al 성분 0.023 0.001 0.028 0.021 0.03 0.006 

예열대 온도 1026 21.3 1036 970 1127 148 

가열대 온도 1144 23.5 1148 1120 1227 107 

균열대 온도 1153 24.5 1149 1121 1234 110 

재로시간 219 27.3 214 181 300 119 

평균 속도 151 18 153 121 182 61 

입측 온도 594 8.985 595 559 692 133 

출측 온도 730 11.42 729 702 765 63 

권취 온도 71 6.342 72 65 81 16 

대기 온도 28 2.342 29 11 38 27 

가습기 온도 73.21 3.486 73.4 70.2 74.1 6.873 

H2 조성비 51.7 2.982 51.3 48.2 5432 6.85 

CO 농도 856 453 873 1 1691 1690 

NH3 농도 825 494 849 1 1690 1689 

가열대 압력 0.152 0.007 0.152 0.125 0.171 0.046 

균열대 압력 0.13 0.006 0.13 0.115 0.145 0.031 

 

표 3. 기초 통계량 계산 



 

 

 

 

25 

 

Data의 이상치 및 결측치는 모델링 수립 전 미리 정제가 필요함으로 

Macro Data 및 Micro Data의 특정 값이 크게 어긋나거나 Null 값을 

취하는 경우 혹은 계측기 노이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이상치 

제거 처리를 진행하였다. 이상치 조건은 Q1 – IQR×1.5, Q3+IQR×1.5 

범위 초과값이다. 

 

그림 26. Marco 이상치 처리 그래프 

 

그림 27. Micro 이상치 처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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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시각화 : 분석 초기 단계에 Data의 산점도 및 분포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쉽게 Data 구조 및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Data 분포 파악 및 층별화 기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Data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1차 재결정립 크기 제어를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할 

Soluble Alumina의 경우 특정 기간에 다소 높은 농도로 전공정에서 

유입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8. Sol-Al 이상치 파악 

 또한 연속으로 측정되는 암모니아 농도의 경우 15분에 한번씩 측정 

딜레이를 가지며 이 시간 동안 잠시 농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측정 패턴을 하나의 

패턴으로 축약하여 합격/불량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그림 29에 표시된 바와 같이 암모니아 농도가 정상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1000PPM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약 15분 후 

재측정시 암모니아가 Purge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암모니아 농도는 0이 

되었다가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Cycle에서 불규칙한 패턴이 나타났을 때 불량품과의 상관관계가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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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암모니아 측정 패턴  

주성분 분석 :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원 축소를 통해 독립 변수 간의 상관성을 제거하여 다중 

공선성 문제 해결 및 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열연 

공정에서의 인자 중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을 두개의 그룹으로 묶어 

주성분 추출을 하였고 Al 성분 및 CO 농도의 경우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성분 추출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5] 

 

그림 30. 주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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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결정립과 Vifal Few와의 상관분석 : 1차 재결정립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Vifal Few와의 관계 확인 결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다중 공선성 [16] 의 우려가 없어 모형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변수 명 
Grain Size 와의  

상관계수 

 변수 명 
Grain Size 와의  

상관계수 

연주속도 -0.066  압연속도 0.046 

C 성분 0.056  압연온도 0.026 

Si 성분 0.049  판 최소온도 0.019 

Sol-Al 성분 0.113  판 최대온도 0.233 

예열대 온도 0.101  압연출측온도 -0.091 

가열대 온도 -0.086  압연입측온도 0.046 

균열대 온도 -0.094  이슬점농도 0.074 

재로시간 -0.031  열선온도 0.041 

평균 속도 0.014  ESS1 0.084 

입측 온도 -0.025  ESS2 0.076 

출측 온도 -0.006  ESS3 0.082 

권취 온도 -0.003  ESS4 0.067 

대기 온도 0.001  DFHS1 온도 0.021 

가습기 온도 0.037  DFHS2 온도 0.017 

H2 조성비 0.048  DFHS3 온도 0.018 

CO 농도 0.028  습도 -0.037 

NH3 농도 0.091  포화온도 0.051 

가열대 압력 -0.052  Sn 성분 0.022 

균열대 압력 -0.049  Cr 성분 0.027 

 

표 4. Grain Size와 주요 인자와의 상관 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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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모델링 
 

전기강판의 Dat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동하는 특성을 지니

고 있고 각각의 변수와 Y값 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모델이 잘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의 Data에 더욱 집중할 필요

성이 있기 때문에 Boosting으로 주요 인자를 선정하였다.  

Boosting에 의해 전체 Control 변수 중 기존 합격/불량 판정 기준인 

Grain Size 18㎛에 따라 층별화 후 각각 Boosting을 1,000번 수행한 결

과로 선택된 비율이 1.5% 이상인 변수를 주요 Vital Few로 선정하였다. 

Grain Size가 18㎛ 이하의 경우 9개의 변수가 선택되었으며, 18㎛ 이

상의 경우 역시 9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그림 31. 변수 선택 비율 

특히 Grain Size가 18㎛ 이하에서 PCA1 (열연 인자 주성분 분석 추

출)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열연공정에서의 재로시간이 

과다하거나 균열대 온도가 기준 대비 낮을 경우 석출물 재고용이 많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Grain Size를 작게 형성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17] 따라서 Grain Size 18㎛ 이하에서 PCA1을 주요변수로 선정한 것

은 야금학적 이론에도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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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저온 석출에 따른 Grain Size 미세化 

Training Test에서의 Data 선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Ramdom 

Sampling, Fixed Window, Moving Window) 나누어진다 

 

그림 33. Data 선택 방법 

본 연구에 해당하는 Data는 기간(월)에 따라 변동을 가짐으로 2번째

와 3번째 방법을 혼합한 Fixed + Moving Window 방법에 의하여 

Training Test 기간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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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Training Test 평가 방법 

위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Logistic Regression, LASSO, Ridge, 

Elastic Net, SVM 모형에서의 합격/불량 예측 모델을 수립한 결과 

Logistic Regression 모델에서 모델링 기간에 따라 선택되는 변수의 수

와 비율이 비교적 일정하고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당 Data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비교적 선형적인 모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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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Test 

기간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기간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10.01 

~ 

18.03.31 

불량 13 5 18 72.2 

18.04.01 

~ 

18.04.30 

불량 8 2 10 80.0 

합격 8 323 331 97.6 합격 6 55 61 90.2 

계 17 332 349 95.9 계 14 57 71 88.7 

17.10.01 

~ 

18.04.30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05.01 

~ 

18.05.31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불량 21 7 28 75.0 불량 6 2 8 75.0 

합격 11 381 392 97.2 합격 11 115 126 91.3 

계 32 388 420 95.7 계 17 117 134 90.3 

17.10.01 

~ 

18.05.31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06.01 

~ 

18.06.30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불량 26 10 36 72.2 불량 8 3 11 72.7 

합격 39 479 518 92.5 합격 5 154 159 96.9 

계 65 489 554 91.2 계 13 157 170 95.3 

표 5. Logistic Regression Training/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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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Test 

기간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기간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10.01 

~ 

18.03.31 

불량 10 8 18 55.6 

18.04.01 

~ 

18.04.30 

불량 6 4 10 60.0 

합격 14 317 331 95.8 합격 16 45 61 73.8 

계 24 325 349 93.7 계 22 49 71 71.8 

17.10.01 

~ 

18.04.30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05.01 

~ 

18.05.31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불량 16 12 28 57.1 불량 4 4 8 50.0 

합격 16 376 392 95.9 합격 31 95 126 75.4 

계 32 388 420 93.3 계 35 99 134 73.9 

17.10.01 

~ 

18.05.31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06.01 

~ 

18.06.30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불량 21 15 36 58.3 불량 4 7 11 36.3 

합격 47 471 518 90.9 합격 25 134 159 84.3 

계 68 486 554 88.8 계 29 141 170 81.2 

표 6. LASSO Traning/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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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Test 

기간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기간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10.01 

~ 

18.03.31 

불량 11 7 18 61.1 

18.04.01 

~ 

18.04.30 

불량 7 3 10 70.0 

합격 12 319 331 96.4 합격 12 49 61 80.3 

계 23 326 359 91.9 계 19 52 71 78.9 

17.10.01 

~ 

18.04.30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05.01 

~ 

18.05.31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불량 18 10 28 64.2 불량 5 3 8 62.5 

합격 9 383 392 97.7 합격 19 107 126 84.9 

계 27 393 420 95.5 계 24 110 134 83.6 

17.10.01 

~ 

18.05.31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06.01 

~ 

18.06.30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불량 20 16 36 55.6 불량 7 4 11 63.7 

합격 27 491 518 94.8 합격 15 144 159 90.6 

계 47 507 554 92.2 계 22 148 170 88.9 

표 7. Ridge Training/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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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Test 

기간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기간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10.01 

~ 

18.03.31 

불량 10 8 18 55.6 

18.04.01 

~ 

18.04.30 

불량 7 3 10 70.0 

합격 21 310 331 93.6 합격 13 48 61 78.7 

계 31 318 349 91.7 계 20 51 71 77.5 

17.10.01 

~ 

18.04.30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05.01 

~ 

18.05.31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불량 19 9 28 67.9 불량 5 3 8 72.5 

합격 35 357 392 91.0 합격 29 97 126 76.9 

계 54 366 420 89.5 계 34 100 134 76.1 

17.10.01 

~ 

18.05.31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17.06.01 

~ 

18.06.30 

 불량

예측 

합격

예측 
계 % 

불량 21 15 36 583. 불량 3 8 11 37.5 

합격 39 479 518 92.5 합격 32 127 159 79.9 

계 60 494 554 90.3 계 35 135 170 76.5 

표 8. Elastic Net Training/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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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변동에 따라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Logistic Regression 모

델링 방법을 최종 합격/불량 예측 모델로 선정하였으며 선택된 변수의 

목록 및 수식은 아래와 같다. 

 

[Grain Size 18㎛ 이하에서의 합격/불량 예측 모델 수식] 

 

f(x)  =  −1.5156 + (NH3 농도 ×  1650.1)  +  (RHS 압력 ×  0.1826) +

 (PC1 ×  6.2449) +  (전자현미경 ×  3.5991) + (Sol − Al 농도 ×  29.995) −

 (Strip 온도 편차 ×  3.219) +  (RHS 온도 ×  7.314) +  (PC2 ×  271.24) +

 (Ti농도 ×  0.221)   

P(Y가 ‘합격’일 확률) = 
𝑒𝑓(𝜒)

1+𝑒𝑓(𝜒) 

P(Y가 ‘합격’일 확률) > 1.05×𝑒−2 : 합격     

P(Y가 ‘합격’일 확률) ≤ 1.05×𝑒−2 : 불량 

 

[ Grain Size 18㎛ 이하에서의 변수 ] 

X-변수 계수 값 

(Intercept) -1.5156 

NH3 농도 1650.1 

RHS 압력 0.1826 

PC1 6.2449 

전자현미경 3.5991 

Sol-Al 농도 29.995 

Strip 온도 편차 -3.219 

RHS 온도 7.314 

PC2 271.24 

Ti 농도 0.221 

표 9. Grain Size 18㎛ 이하에서의 합격/불량 모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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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Size 18㎛ 이상에서의 합격/불량 예측 모델 수식] 

 

f(x) = 5.012 + (Stirp 온도 x 7.314) + (NH3 농도× 1650.1) + (전자현미경 ×

 3.7845) +  (Si 함유율 ×  0.221) + (PC2 × 271.24) − (Cr 함유율 ×

 0.21) +  (PC3 ×  17.15) +  (RHS 압력 ×  0.1932)  +  (Sol − Al 농도 ×

 23.342)   

P(Y가 ‘합격’일 확률) = 
𝑒𝑓(𝜒)

1+𝑒𝑓(𝜒) 

P(Y가 ‘합격’일 확률) > 0.32 : 합격     

P(Y가 ‘합격’일 확률) ≤ 0.32 : 불량 

 

[ Grain Size 18㎛ 이상에서의 변수 ] 

X-변수 계수 값 

(Intercept) 5.012 

Stirp 온도 7.314 

NH3 농도 1650.1 

전자현미경 3.7845 

Si 함유율 0.221 

PC2 271.24 

Cr 함유율 0.21 

PC3 17.15 

RHS 압력 0.1932 

Sol-Al 농도 23.342 

표 10. Grain Size 18㎛ 이상에서의 합격/불량 모델 변수 

Logistic Regression으로 도출된 합격/불량 판정 예측 모델을 활용하

여 ’18.06.01 ~ ’18.10.31 기간까지 추가로 발생된 Data를 가지고 기존 

예측 모델인 Sampling 측정 방법 대비 얼마나 정확한 예측 값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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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비교해 본 결과 합격 분류율에서 기존 대비 동등 이상의 예측력

을 유지하면서 불량 분류율이 약 2배 이상 예측력이 우수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샘플링 측정 방법에 의한 합/불 기준  

  
예측 

계 비율 (%) 
불량 합격 

실제 

불량 12 14 26 
불량 

분류율 
46.1 

합격 36 303 339 
합격 

분류율 
89.4 

계 48 317 365 
정분 

류율 
86.3 

표 11. 샘플링에 의한 합격/불량 예측 결과 (기존) 

모델링에 의한 합/불 기준 

  
예측 

계 비율 (%) 
불량 합격 

실제 

불량 20 6 26 
불량 

분류율 
76.9 

합격 26 313 339 
합격 

분류율 
92.4 

계 46 319 365 
정분 

류율 
91.2 

표 12. 모델링에 의한 합격/불량 예측 결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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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8.3 ~ 18.5월간 월별 Test Data와 18.6 ~ 18.10월간 New 

Test Data간 모델 적중률을 비교하였을 때 New Test Data의 불량 적

중률 및 합격 적중률이 월별 Test Data의 불량 적중률 (70 ~ 80%) 및 

합격 적중율 (90~97%) 의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모델의 예측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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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이 연구는 전기강판 생산 공정에서 일어나는 품질 예측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종래의 방법인 코일에서 시편을 Sampling 한 후 현미경을 통

하여 조직을 관찰하고 Grain Size를 측정한 후 관리 범위 수준 여부를 

파악하여 품질의 합격/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탈피하고 제강 ~ 전

강 조업에 발생하는 모든 Data를 수집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품

질의 합격/불량이 발생되는 조건을 산출함에 따라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방향성 전기강판의 탈탄소둔 과정에 있어서 HGO급 

자성 품질 확보를 위한 종래의 기술로는 탈탄공정의 1차 재결정립 제어

를 핵심 인자로 관리 (1차 재결정립 크기 증대시 철손은 좋아지나 적정 

Size 초과시 자성불량 발생) 하기 위해 탈탄판에서의 Sampling 후 현미

경을 통하여 조직을 관찰하고 Grain Size를 측정하여 적정 범위 수준 여

부를 파악 후 자성품질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예측 방법으

로는 전체 코일 중 일부만 측정 가능하며 담당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전체 면적의 0.001%

만 Sampling하여 측정함으로써 분석 오차가 크고 양품으로 예측한 코일 

중 많은 부분에서 불량이 발생됨에 따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

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강 ~ 전강 공정 내 발

생되는 일련의 과정 중 Macro Data 및 Micro Data를 활용하여 품질 예

측 모델을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Data 탐색을 통해 자

성 영향인자를 발굴하였으며 Boosting에 의해 다시한번 주요 변수를 선

정하였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서로간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하나

의 변수로 축소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명변수와 Y값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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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과관계를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모델 기법을 활용

하여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R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한 모델이 시간 

경과에도 안정적이며 가장 예측력이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기강판 생산 공정 중 발생되는 Data와 Y값간에 일정 부분 선형

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raining 결과를 바탕

으로 이후 Test Data Set을 통해 종래의 품질 예측력과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기존 대비 합격 분류율은 5~10%, 2종 오류는 약 2배 가량 좋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그동안 품질 예측에 핵심 인자로 작용

하였던 Grain Size를 모델에 반영하여 설명변수들과 함께 모형에 반영한 

것이 기존대비 우수한 예측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기강판에 있어 Grain Size는 오랫동안 중요한 인자로 간주되어 여러 

방법으로 Grain Size를 측정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사람의 판단이 작용되

는 광학 현미경이 가장 정확한 예측력을 보여 이를 활용하였던 반면 사

람이 개입되지 않고 자동으로 측정되는 전자 현미경을 통한 Grain Size 

Data는 방치되어 왔다. 이를 다중 공선성 확인 후 다른 설명 변수들과 

함께 활용하여 예측력이 우수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었고 향후 Grain 

Size Data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한다면 더욱 예측력이 우수한 모델을 만

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 2 절 후속 연구  
 

본 연구를 통해 전기강판 내에서의 품질 예측이 단순한 Sampling에 

의한 조직 관찰로 합격/불량을 예측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Data를 파악하고 탐색적 분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통해 

기존 대비 우수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향후에는 현재와 같이 

품질을 예측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외부 조건의 변동에 대응하고 

Control 변수들을 사전에 제어하는 예측조업 모델을 개발한다면 단순한 

합격/불량 판정 뿐만 아니라 품질을 제어하고 편차를 개선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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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17] 이를 위해서는 아직 정형화 되지 않는 Data를 정형화 

하고 더 넓은 시야와 관점으로 Data를 발굴하여 가능성 있는 모델 

후보군을 제시하고 계획성 있는 모델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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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lectrical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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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 Few Patter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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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demand for electrical steel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global energy efficiency policy. In the steel 

industry, however, the production and operation of oriented electrical 

steel has a problem. It is one of the most complicated processes in 

the steel industry. Most of all, It has numerous processes and easily 

causes defects even in the small fluctuations. 

In the conventional electrical steel quality prediction method, after 

sampling the specimen from the coil which passed the 

decarbonization annealing process, the grain is observed through a 

microscope, the grain size is measured, and the quality of the control 

range is determ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quality is passed or 

failed. However, these prediction methods have a high degree of 

dependence based on the empirical judgment of the person in charge. 

In addition, it is a method of measuring 0.001% of the to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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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how 

to make and control the prediction model using datamining. In order 

to develop a quality of prediction model, it is possible to predict 

accurate magnetic qualit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operational 

performance data of steelmaking, hot rolling, and electrical steel 

processes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to classify data clusters 

between good and bad materials and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data. The model was developed to reduce the occurrence of 

defects. 

 

Keywords : Grain Size, Iron Loss, Electrical Steel, Prediction Model, 

Vital Few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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