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번호 M0000.026500 강좌번호 001
교과목명

(부제명)
학습기반 공정 동적최적화 학점 3

대표교수

성명 이종민 (직 : 교수 ) Homepage http://epel.snu.ac.kr

E-mail jongmin@snu.ac.kr 전화번호 02-880-1878

면담시간/장소 : 이메일 문의로 시간 확정 / 302동 723호

첨부파일
(국문)

(영문)

선이수교과목 공정제어 및 설계 

*1. 수업목표

공정설계, 운전, 스케줄링, 플래닝과 같은 화학 공정 및 플랜트 산업에서 의사결정문제는 동적최적화 문제로 표

현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내재적인 불확실성과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델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 운영해를 얻기 위한 통합된 방법론으로서 추계적 동적최적

화를 핵심 주제로 다룬다. 최근에는 복잡한 동적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법이 동적

최적화 이론과 결합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강화학습이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다루기 위해 먼저 

모델예측제어와 동적계획법을 배경 이론으로 설명하고 화학공정 최적화에 적용 가능한 강화학습 방법론을 언급

한다. 또한, 회분식 공정에 적합한 학습기반 제어 기법인 반복학습제어도 다룬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3. 평가방법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수시평가 태도 기타 합계

10 40 0 0 0 0 50 100

출석 규정 :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성적은 "F" 또는 "U"가 됨(담당교수가 불

가피한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기타의 비고 :

*4. 강의계획

Week 1: Orientation & Introduction

Week 2: Introduction 

Week 3: Introduction of Model Predictive Control

Week 4: MPC on Excel / Dynamic Matrix Control 

Week 5: Dynamic Matrix Control / Discrete-time System 

Week 6: Discrete-Time System / State Estimation 

Week 7: State Estimation 

Week 8: State Estimation / Linear Quadratic Control 

Week 9: Linear Quadratic Control / Dynamic Programming 

Week 10: Dynamic Programming / Finite Horizon Problems

Week 11: Computer Lab (Dynamic Matrix Control on Matlab)

Week 12: Infinite Horizon MDP / Reinforcement Learning 

Week 13: Reinforcement Learning 

Week 14: RL implementation - Actor-Critic Algorithm 

Week 15: State-of-the art RL & Project 3 Seminar

5. 수강생

참고사항

본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와 진행, 발표를 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다룰 예정임. 주요

 내용은 화학공정제어에 기반하며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생 대상임.



6. 장애

학생

지원

사항

강의

수강

관련

○ 시각장애: 교재 제작(디지털교재, 점자교재, 확대교재 등), 대필도우미 허용�

○ 지체장애: 교재 제작(디지털교재), 대필도우미 및 수업보조 도우미 허용�

○ 청각장애: 대필 및 문자통역 도우미 활동 허용, 강의 녹취 허용�

○ 건강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대필도우미 허용�

○ 학습장애: 대필도우미 허용�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대필도우미 및 수업 멘토 허용

과제

및

평가

관련

○ 시각장애/지체장애/청각장애/건강장애/학습장애: 과제 제출기한 연장, 과제 제출 및 응답 방

식의 조정, 평가 시간 연장, 평가 문항 제시 및 응답 방식의 조정, 별도 고사실 제공�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개별화 과제 제출 및 대체 평가 실시

비고

본 강의를 수강하는 장애학생들에게는 이상의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지도교수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담당교수 이종

민(02-880-1878)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02-880-8787)로 문의바랍니다.

7. 대면 수

업 중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가이드

수업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 보건진료소/행정실 안내에 따라 필요시 검사를 진행하고 2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 대면 수업 중인 강의실, 건물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도 행정실 안내에 따라 소독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 전환

학생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질병관리청 등의 안내에 따라 행동, 자가격리 기간 동안 

출석 인정을 위해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비대면으로 수업 참석 가능하면 대체 수업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