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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코팅제는 도료의 일종으로 제품에 피막층을 형성

하여 제품을 보호하고 다양한 특성을 부여하는 고분

자 산업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1]. 코팅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실제 제조업체에서는 여전히 작업자

의 경험에 의존하여 배합공정을 수행하는 실정이다

[2,3]. 이에 배합 공정 현장에서는 지능화되고 자동화

된 처리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다양

한 산업의 융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코팅제의 경

우는 전자산업, 의료, 광학 분야 등에서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첨단

화에 힘입어 코팅제에 대한 성능과 정밀도 등 기술적

인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팅제는 다

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재료중 하나이

며, 완성된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적인 요소의 향상을 

위하여 정확한 색상과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R 분석으로 코팅제 배합 공정을 분석하

기 위하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분석한 결과는 보

다 정량적인 작업 기준 데이터를 확보하여 작업 현장

에 제공함으로써 코팅제 배합 공정을 개선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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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정확한 배합 기준이 되는 표준 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품질 저하와 원가 손실을 감소시키고,

배합 공정에서 발생한 오차 데이터에 대하여 표준 

보정 관계식을 도출함으로써 차후 발생 가능한 오차

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최적의 코팅제 배합 

기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및 배경 기술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프레임워

크를 활용하여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코팅제 

배합 공정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

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하여 논의

한다.

2. 관련 연구 및 배경 기술
2.1 R 기반 통계분석
R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통계 분석과 시

각화에 효과적인 분석도구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입출력과 핸들링, 분석, 그래픽 등 최신 알고리즘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수많은 사용자에 의하여 충

분히 검증된 분석 프로그램이다. In-Memory 컴퓨팅 

기술을 통한 빠른 처리속도와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강력한 그래픽 함수를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R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과 해당 데이터의 신

뢰성을 검증하는 API 셋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API

셋은 프레임워크의 분석 및 검증 컨테이너의 구성요

소 중 하나이다[4].

2.2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

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

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데이터 마

이닝에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자 자동적 학습 기법

을 설계 및 구현하는 기계학습, 데이터에서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패턴인식, 통계학, 신경망 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코팅제 배합 

분석기술을 기준으로, 경영자 및 현장의 작업자에게 

배합공정의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데이터에 

대한 관계성을 통계적 기법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다.

2.3 코팅제 배합공정
코팅제는 수지, 안료(조색제), 용제, 첨가제로 구성

된다. 수지는 코팅제의 기본 성분으로 도막의 기능 

중에서 화학적, 물리적 기능을 좌우한다. 안료는 용

제에 용해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무기 화합물을 

말하며, 색상 특징을 부여하고, 도막의 기계적 성능

을 개선하거나 다양한 효과를 부여한다[1]. 첨가제는 

코팅제의 제조에서 시작하여 코팅제가 건조되고 내

구성을 가질 때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보조적인 기능을 가진다[1]. 단일 안료만으

로 구성된 코팅제를 혼합하여 원하는 색상으로 조합

하는 작업을 조색이라 한다. 조색방법은 조색자의 기

술 숙련도가 품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육안조

색법과 컴퓨터 매칭시스템을 사용하는 CCM (Com-

puter Color Matching)[5] 활용 조색법으로 구분된

다. Fig. 1은 자동 코팅제 배합 공정의 데이터 흐름도

이다.

Fig. 1. Data flow of the automatic coatings mix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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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팅제 배합공정 데이터 분석
3.1 데이터 분석 및 검증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의 사용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 데이터 분석에 관한 표

준 API의 지원에 따른 일관성 유지 등의 장점을 가진

다. 뿐만 아니라, 표준 분석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다

양한 도메인에서의 요구사항을 반영 및 각 도메인에 

대한 기술구조 확립이 가능하다. Fig. 2는 코팅제 배

합공정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FORESTA 프레임워

크의 아키텍처이다[5].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 및 검증 컨테이너를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 신경망 및 기계학습 기반으로 분석된

다. Fig. 3은 FORESTA 프레임워크의 분석 및 검증 

컨테이너의 아키텍처이다. 데이터 소스(DS)는 비정

형(JSON 파일 외), 정형 데이터(NC 외)로 구성되며,

데이터 변환(CT)에서 Text Filter에서 데이터를 읽

고 원시 텍스트 추출, Text Parser에서 형태소 분석

을 통해 정확성, 데이터 길이, 특성을 구분하여 분리

한다. Rule Set은 분석된 정보를 정의된 형태로 저장

하며, 결과 검색을 위한 Index을 생성한다. Tool

Manager(Batch Job, Real-time Job, Interactive

Job)는 주기적인 Conversion을 실행하고 실시간 분

석이 어려운 데이터는 저장 후 배치로 실행해서 검증

을 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실행 작업은 Rule Set

설정 후 작업을 진행한다.

개발 시스템을 위한 R분석 모델 기반은 데이터마

이닝과 시스템을 위한 신규분석 모델로 나눌 수 있으

며, 신규분석 모델 개발은 실험계획법 기반의 분석 

모델을 R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데이터 

분석 API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후 검증에 필

요한 데이터 피드백 과정을 거친 후 TA 설계를 한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기존의 분석 기술과 기계학습 

등을 통한 다양한 정량적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 간

의 교차검증과 피드백을 통하여 정성적, 정량적인 예

측 결과와 판단근거를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검증 알

고리즘을 개발, 적용하여 TA를 설계한다.

3.2 코팅제 배합 공정 데이터 분석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코팅제의 실제 배합 데이터 

셋 중에서 다섯 종류의 코팅제를 표본으로 하여 실험

을 수행한다. 코팅제 배합에 투입되는 정확한 재료 

명과 품목코드는 데이터 셋을 제공한 업체의 요청에 

따라 대체코드로 표시하였다. 각 재료에 대한 대체코

드는 도료의 기본구성(용제, 수지, 조색제, 첨가제)의 

4종류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용

하여 대체코드를 생성하였다. Table 1은 재료의 구분

Fig. 2. FORESTA framework[5].

Fig. 3. Analysis & verification container of FORESTA 
framework[5].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alternative code for the 
material mixing of the coatings

Material classification Code Number

Solvent A 1 ∼ 4

Resin B 1 ∼ 4

Concentrates C 1 ∼ 9

Additives D 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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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코드 생성 규칙이다.

코팅제 제조 시 적용되는 배합 비율 표를 기준으

로 정확한 조색을 위하여 보정한 실제 배합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데이터는 제조현

장에서 직접 측정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셋을 제공한 업체의 현장상황에 따라 제조현

장의 온도, 습도 등 기초적인 환경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재료의 배합 시에는 환경적

인 요인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환경 정보도 함께 수집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험 결과로 도출

한 계수와 보정방정식은 환경정보를 적용하여 계속

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Table 2는 1차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중 코팅제 

#01에 대한 표본 데이터의 일부이다. Table 2에서 

A4, B4, C1, C2, C4, C8, D3, D7, D14는 코팅제 #01에 

투입되는 재료이며, 배합 결과는 CCM을 통한 측정

된 후 L, A, B, △E로 나타난다. Table 3의 기준에 

따라 색상의 수치 값으로 배합에 따른 조색의 방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실험 데이터에 대한 R

Table 2. First partial experimental data
　 1 2 3 4 5

A4 7.298 7.298 7.298 7.298 7.298

B4 51.976 51.976 51.976 51.976 51.976

C1 42.72 47.32 52.32 57.32 60.72

C2 2.136 2.136 2.136 2.136 2.136

C4 3.56 3.56 3.56 3.56 3.76

C8 58.74 66.34 66.34 73.34 76.34

D3 1.234 2.234 3.934 4.634 4.834

D7 1.78 1.78 1.78 1.78 1.78

D14 3.56 3.56 3.56 3.56 3.56

Total 173.004 186.204 192.904 205.604 212.404

L -1.51 -0.9 -1.1 -0.52 -0.1

A 3.96 3.06 0.42 -0.22 -0.03

B -0.16 0.45 -0.82 -0.39 -0.2

△E 4.26 3.22 1.43 0.69 0.22

Table 3. Direction of the mixing color
L A B

PLUS White Red Yellow

MINUS Black Green Blue

Fig 4. Cox reaction trajectory and Piepel reaction trajectory by R.

Fig. 5. The contour matrix for the mixing material by R(left) and MiniTa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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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Cox반응 궤적도와 Pieple 반응 궤적도이다.

Fig. 5는 실험 데이터에 대한 R과 미니탭의 혼합등고

선도이다.

Table 4는 2차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의 일부이다.

Fig. 6은 실험 데이터를 R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화면이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R-square 값이 0.6보다 크면 

그 모형이 신뢰할만한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각 값 

L, a, b, ΔE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예측모형을 

설계한다. 다음으로 실제 데이터 같은 Input value를 

넣어 예측을 실시하여 실제 데이터 결과 값과 비교한

다. Fig. 7은 실험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래프이다. 파

란 점이 실제 데이터의 값이고 빨간 점이 예측된 데

이터의 값이다. 위 그래프는 적합한 색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있다. 적합도 E가 0.5이하이면 그 색상은 

적합한 색상이라고 판단되어 0.5이하의 데이터만 비

교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도출되었다. Lab 그래프

는 초록색 선에 가까울수록 적합하고 E 그래프는 초

록색 선 보다 밑에 있으면 적합하다.

예측된 결과 값과 실제의 결과 값을 비교해보았을 

때 차이가 근소하며 때로는 예측된 값이 더 좋은 결

과를 나타낸다. 또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

Table 4. Second partial experimental data
C1 C2 C3 C4 L A B ΔE Kg

2.814 20.167 46.9 101.304 27.78 -0.39 -1.51 0.918096 454.93

2.814 23.067 46.9 101.3 27.8 -0.36 -1.14 0.781857 454.93

3.907 23.1 47.12 101.3 27.45 -0.3 -1.15 0.44486 454.93

4.554 32.595 75.18 164 27.5 -0.38 -1.16 0.506063 733.194

4.78 32.6 75.2 164 27.49 -0.37 -1.16 0.494874 733.194

1.068 7.654 17.8 38.5 27.69 -0.37 -1.17 0.684544 171.948

1.068 7.654 18 38.5 27.51 -0.37 -1.17 0.51672 171.948

1.168 7.714 18.04 38.5 27.5 -0.36 -1.16 0.502096 171.948

2.109 15.165 35.26 76.248 27.53 -0.36 -1.09 0.510196 342.41

2.1 15.2 35.3 79.3 27.49 -0.36 -1.09 0.471911 342.41

3.04 21.758 50.6 124.5 27.51 -0.34 -1.61 0.789113 506

3.04 24.758 50.6 124.5 27.53 -0.33 -1.28 0.577668 506

3.04 26.76 50.6 124.5 27.53 -0.33 -1.01 0.494571 506

3.8 27.27 63.4 156.1 27.49 -0.3 -1.54 0.719027 634

3.8 30.27 63.4 156.1 27.5 -0.31 -1.25 0.534883 634

3.8 33.27 63.4 156.1 27.51 -0.31 -1.08 0.482183 634

3.8 27.262 63.42 137 27.41 -0.32 -2.52 1.584614 614.98

3.8 37.762 63.42 137 27.45 -0.33 -1.92 1.027278 614.98

3.8 47.762 63.42 137 27.47 -0.32 -1.34 0.563028 614.98

3.82 52.9 63.5 137 27.42 -0.3 -1.12 0.406079 614.98

0.48 3.42 7.96 17.2 27.75 -0.37 -1.32 0.793536 77.117

0.48 3.42 10.96 17.2 27.45 -0.36 -1.31 0.533948 77.117

0.74 4 11 17.2 27.46 -0.3 -1.15 0.454093 77.117

Fig 6. Regression analysis of the experimental data 
using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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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을 실시하면 예측에 대한 정확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 프

레임워크를 이용한 코팅제 배합 분석 기술을 제안하

고 그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1차 실험을 통하여 코

팅제 배합 시 정배합 샘플값에서 △E의 오차범위 안

의 Best Point 범위, 조색제 각각에 대한 교호작용 

및 점밀성은 전혀 무관함을 실험에서 얻을 수 있었

다. 2차 실험을 통해 Best Point 범위 내 분석결과에 

따른 예측값, 실제값, 비교결과, 정확성을 통한 표준

한도 색상값과 거의 일치한 값을 획득하였다. 본 논

문에서 도출한 코팅제 배합비율 데이터 최적화 모형

에서 원료 코드별 지시량과 불출량, 도료의 기본색의 

영향, 조색 시 조색제와 수지의 중요도에 대하여 조

색 데이터의 방향성과 배합의 연관성, 결과물과 목표 

간의 오차 감소 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실험과 분석을 통해 확보된 기준 데이터는 제조 

공정에 적용할 경우 배합의 정확도 향상과 작업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해 주고, 건당 처리시간의 감소로 

인한 생산 납품시간 단축, 불량률 감소 등에 따른 원

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에는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스

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적용하고, 도출된 결과를 이용

하여 고객 요구에 맞는 색차 값 추출 및 표준 값과 

제품의 특성 값을 비교, 분석 및 검증하는 표준 구조 

및 시각화를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 검증 분석 방법에 적용하여 표준 아키텍처의 

제시 및 객관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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