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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인간의 개입 없는 지능화된 서비스를 해서는 IoT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로

부터 정상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량, 오작동과 같은 이상 징후에 해 측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

의 목 은 제품 공정의 다양한 기기에서 발생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제품 불량을 측할 수 있는 기계 학습 

모델을 구 하는 것이다. 기계 학습 모델은 어느 정도 볼륨을 가진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하므로 빅데

이터 분석도구 R을 사용하 으며, 제품 공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는 제품에 한 불량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도 학습 모델을 활용하 다. 연구의 결과, 제품 불량에 향을 주는 변수  변수 조건을 분류하 고, 의사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제품의 불량 여부에 한 측 모델을 제시하 다. 한, ROC Curve를 이용한 모델의 합성  

성능평가 분석에서 모델의 측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키워드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측, 기계 학습 모델, 제4차 산업 명

Abstract  In order to provide intelligent services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ig data generated by the IoT device and learn the normal pattern, and to predict 
the abnormal symptoms such as faulty or malfunction based on the learned normal patter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a machine learning model that can predict product failure by analyzing big data 
generated in various devices of product process. The machine learning model uses the big data analysis tool 
R because it needs to analyze based on existing data with a large volume. The data collected in the product 
process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product faulty, so supervised learning model is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I classify the variables and variable conditions affecting the product failure, and proposed a prediction 
model for the product failure based on the decision tree. In addition, the predictive power of the mod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nformity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alysis of the model using the ROC curve. 

Key Words : Internet of Things, Big Data, Prediction, Machine Learning Mode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 서론

4차 산업 명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연

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진화를 의미하는 4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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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명은 우리 삶과 산업구조 반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되며 다양한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1～2].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2020년까지 

500억개의 사물 혹은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는 세계 인구 1인당 기기 6개를 사용하

는 수 이다[3]. 일상 인 사물뿐만 아니라 산업 역까지 

범 하게 용되는 사물인터넷은 세계 최  자제품 

시회인 CES2015에서 참여업체 부분이 사물인터넷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이 본격화되었다[4]. 그 에서도 

소비자 가  분야와 산업 분야는 사물인터넷이 가장 폭

넓게 도입될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산업 분야 사물인터넷 시장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상하고 있다[5]. 이와 같이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엄청

난 양의 빅데이터가 생성되면서 인간의 개입 없는 지능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효율 인 기계 학습 모델

의 개발 필요성도 함께 두되고 있다.

기계 학습 모델은 일상생활이나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의 가치, 제

품의 불량 여부, 기기 고장 측, 구매 측 등 일상생활

의 많은 심사항을 측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각종 산

업 기계들에 스마트 센서를 용하고 센서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원격에서 분석하여 기계의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하거나 비즈니스에 유용한 의미를 찾는 산업용 

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에서의 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 항공기 엔진, 발 소의 터빈, 심해 

시추 드릴 등과 같은 거  규모 산업 분야에서는 고온, 

온, 고기압, 진동 등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기계들이 기치 못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측하고 실시간으로 조치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제조 산업 분야에서도 종래의 제조 

자동화에서 4차 산업 명 시 의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

하기 해서 센서가 부착된 기계 장비에서 생성되는 방

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 인 의사결정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7～8].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의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된 량의 센서 데이터들로부터 제품 불량, 기기 고

장과 같은 이상 상의 패턴을 검출하기 한 분석방법

에 해 제안하 다. 이상을 주는 원인 인자를 분류하고 

비정상 패턴을 분석  측하고 최 화하는 과정은 시

스템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IoT 센서 

데이터의 처리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기계학습 모델에 

한 련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제품 불

량 측을 한 기계 학습 모델  모델 성능 평가 방법

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연구 결과 해석을 기술한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한

다.

2. 관련연구

2.1 IoT 센서 데이터의 처리

스마트폰, 웨어러블, 사물인터넷으로 이어지는 IT 

신들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생성되어 축

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로

부터 실시간 발생하는 량의 센서 데이터들을 안정 으

로 송/수신하고,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지능화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센서 는 센서가 

부착된 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정상 으로 

송/수신 할 수 없을 뿐만 오작동과 같이 사물들 간의 소

통이 불가능해져 모든 서비스에 심각한 향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 는 기기의 이상 징후를 미리 측

하여 처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센서 데이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태가 변하고 

이 에 생성된 데이터를 다시 스캔 할 수 없는 특징을 가

진다[9]. 한 데이터양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센서 

데이터와 같이 시간에 연속 인 스트림 형태의 데이터는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통 인 데이터 

분석 방법만으로는 데이터 리가 곤란하다. 따라서 제

품 공정상의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부터 불량이 발

생되는 요인을 분류하고 이를 토 로 제품 불량에 향

을 주는 센서 는 장비에 불량을 미리 측하기 해서

는 새로운 기법과 도구가 필요하다.

Yang과 Cheon, Byun은 제조 공정에서 수집된 제조 

빅데이터와 생산된 제품의 품질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 공정 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과 RSM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혼합 모델을 제안하

고, RSM 모델을 통해 양품 기  제품 치수를 만족하는 

최  생산 조건의 공정변수 특성치를 제시하 다[10].

Kang은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몸으로부터 

생성된 센싱 데이터를 진단 패턴을 추출하여 정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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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상태, 응  상황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11]. Cho와 Kim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복합 이벤

트 처리 방식에 따라 패턴을 정의하고, RSS 기법을 사용

하여 수집된 정보와 비교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

계별 험도를 구분하는 산업재해 방을 한 빅데이터 

처리  분석 모델을 제시했다[12].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센서 데이터로부터 센서 이상 

는 제품 불량을 측하기 해서는 상호 연 성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류  측할 수 있는 기계 학습 모

델을 활용해야 한다.

2.2 이상 패턴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모델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에 해 카네기멜론 

학교의 톰 미첼(Tom Mitchell) 교수는 그의 서에서 ‘어

떤 컴퓨터 로그램이 P에 의해서 측정된 태스크 T에서

의 성능이 경험 E로 향상된다면 그 컴퓨터 로그램은 

태스크 T와 성능 측정 P에 해 경험 E를 학습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다[13]. 기계 학습 모델은 학습 데이

터에 이블이 있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그 지 않은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한다. 지도학습에는 회귀 모델(Regression Model)과 

분류 모델(Classification Model)이 있으며 비지도학습에

는 군집 모델(Clustering Model)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T 디바이스의 이상을 측하기 해 독립변수의 선형

식으로 심이 있는 목 변수를 측하는데 표 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회귀 모델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 Model) 
귀납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트리는 지도

학습 모델 의 하나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학습 모델이다. 수치 자료와 범주 자료 모두에 용

이 가능하며 규모의 데이터 셋에서도 잘 동작하는 매

우 안정 인 모델이다. 의사결정 트리 모델의 용 사례

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토 로 증상을 측하는 경우, 

고객의 이탈 여부, 출 상품의 연체 여부, 제품의 불량 

여부 등 일상생활의 많은 심 사항을 측할 때 이진 트

리 모델이 매우 유용하다[14]. 의사결정 트리 모델은  자

료를 가공할 필요가 거의 없으며 결과를 해석하고 이해

하기가 쉽다. 그러나 약간의 데이터 차이에도 트리 모양

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이 있다. 데이터를 제

로 일반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잡한 결정 트리가 만들

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선택해야 한

다. 

2.2.2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Vapnik에 의해 개발된 분류 는 측 기법으

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보편 으로 사용 던 기계학습 모

델이다. 지도학습 모델로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

가 두개의 클래스로 분류될 때 사용한다. 를 들면, 어느 

마을에 신문 A를 구독하는 가구와 그 지 않은 가구가 

있을 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신문 A를 구독할 경우를 

측하는 모델이다[14]. SVM은 벡터 공간에 치한 학습 

데이터의 두 클래스가 선형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와 선

형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따라 선형 SVM과 비선

형 SVM으로 분류할 수 있다[15].

2.2.3 회귀 모델(Regression Model)
기계 학습 분야에서 선형 회귀분석은 지도학습 의 

하나로 측 모델에 해당한다. Fig. 1은 선형회귀와 로지

스틱 회귀의 결과 값 범 를 나타낸 것이다. 로지스틱 회

귀식에서는    , 즉 


이면 p=0.5 가 되므

로 서로 다른 두개 클래스를 분류할 때 이진 분류의 기

이 된다[14].

Fig. 1. Prediction value range of Linear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상감지는 상패턴 는 정상범

주를 수하지 않는 아이템, 이벤트, 찰들의 식별을 의

미한다. 응용기술로는 신용카드 사기, 고장 감지, 시스템 

건 성 모니터링, IoT 등, 생태계 교란을 감지, 데이터에

서 이상 값을 제거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정상(namely), 

비정상(abnormally) 이블이 존재한다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이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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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조

Fig. 2는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각종 센서(온도, 속도, 거리) 장치와 연결된 콘트

롤러에 의해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상태 모니터링 서버로 송된다. 센서 

데이터는 모니터링 서버를 통해 그 밖에 제품 불량 여부

와 련된 다른 변수들과 함께 메인 서버의 데이터베이

스에 장된다.

Fig. 2. Transfer collected sensor data to PLC, Structure 

of status monitoring PC and data collection server

공장 설비의 산업용 센서에는 기 에 맞는 양품을 만

들기 해 센서를 리하는 제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

태 모니터링 서버를 통해 이미 불량이 발생한 것에 해

서는 알 수 있으나 모든 공정에서 불량을 정하기 한 

센서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효율 이지 못하다. 

따라서 다음 설비까지 가기 에 제품 불량을 분류하고 

불량 여부를 측하기 해서는 제품 공정상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모델을 용한 실시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제품 불량 여부에 한 

이블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도학습 모델 기반의 의사

결정 트리 모델을 용하여 분석하 다.

3.2 분석 과정

Fig. 3은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제시

된 것과 같이 서버에 수집된 데이터 임을 이용하여 

모델 개발 데이터 셋과 모델 검증 데이터 셋으로 구분하

고 처리 과정을 거친다. 모델 개발 데이터 셋을 이용하

여 제품 불량을 측하는 조건부 추론 트리 모델을 생성

하고 생성한 트리 모델의 시각화를 통해 제품 불량과 상

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을 분류하 다.

Fig. 3. Research process

본 연구에서는 제품 공정에서 생성되는 센서 데이터

로부터 제품 불량을 측하기 해 학습 데이터를 통해 

가장 합한 측 모델을 구 한다. 학습 데이터는 불량

이 발생한 일의 24시간  데이터 3000개를 상으로 

어떤 변수의 조건에서 불량이 발생하는지를 의사결정 트

리 모델을 활용하여 추정하 다. 변수의 구성은 Table 1

과 같다.

Variables Description

date data generation time
temperature temperature sensing information
distance distance sensing information
wSize weight of product
Gsize gauge of product
STATE product status

Table 1. Analysis data

Table 1은 분석에 필요한 센서 데이터의 요약이다. 데

이터는 제품 생산 라인의 각종 센서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매 1분마다 PLC로 송이 되며, 메인 서버에 

장되는 데이터를 활용하 다.

4. 연구결과

4.1 예측 모델

측 모델인 의사결정 트리 모델은 과거의 학습 데이

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통해 결과를 

측하는데 활용된다. 의사결정 트리 모델은 측하려는 

목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와 범주형인 경우로 나  수 

있다. 제품 불량 측의 경우에는 분류 트리(classification 

tree)에 해당되며 분류 트리 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제품 불량 예측을 위한 기계 학습 모델에 관한 연구

59

목  변수의 범주 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를 이진 트리

(binary classification tree)라 한다. 고객 행동, 휴면/이탈, 

등 변동, 신규고객 우수가망, 상품구매, 캠페인 반응 

측, 제품의 불량 여부 등을 측하고자 할 때, 이진 트리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Fig. 4는 Table 1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이진 트리 모델을 구 한 것이다.

Fig. 4. Model visualization

Fig. 4는 학습데이터인 모델 구  데이터 셋을 기반으

로 ctree 모델을 만들고 여러 독립변수에 의해 다양하게 

결과가 나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재 구 된 모델이 모든 데이터를 설명하지는 못하

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모델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4.2 모델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범주를 갖는 변수를 측하는 

분류 모델에 한 성능 평가 방법으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이용하 다.

ROC 곡선은 x축의 값이 0일 때, y축의 값은 0이 되며, 

x축이 증가할수록 y축이 증가한다. 완 히 랜덤하게 자

료를 분류한 경우라면, ROC 곡선은 원 을 통과하는 기

울기 1인 직선이 된다. 분류 모델의 성능이 랜덤한 측

보다 좋은 경우 그 분류기의 ROC 곡선은 원 을 통과하

는 기울기 1인 직선보다 에 치한다. x축의 값을 고정

한 경우 y축 값이 큰 ROC 곡선이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Fig. 5는 모델 검증 데이터 셋으로 만든 모델을 모델 

개발 데이터 셋에 용했을 경우의 ROC 곡선을 나타내

고 있다. 모든 경우의 결과를 완벽하게 측하는 모델인 

경우 AUC(area under the curve)는 1,  무작 로 측한 

모델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AUC는 0.5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Fig. 5의 ROC 곡선은 상당히 측력이 좋

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5. ROC curve for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5. 결론 및 논의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지능

인 의사결정을 가능함으로써 기기 이상이나 제품 불량을 

측하는 것은 기업의 손실을 낮춰주고 신뢰성을 확보하

는데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제품 공정

에서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제품 불량 조건을 분류하고 

마이닝 기법 의 하나로 의사결정 모델을 이용하여 제품 

불량 측 모델을 제안하 다. 한 ROC 곡선을 이용하

여 측 모델의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 모델의 ROC 

곡선은 원 을 통과하는 기울기 1인 직선보다 에 치

해 있어 상당히 측력이 좋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IoT 디바이스의 센서 역할

이 더욱 요해지고 있고, 센서의 이상 는 기기 고장 

등을 측하기 해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한 분석도 증

가하고 있다. 기계학습 모델은 분석하고자 하는 목 변

수가 연속형 는 범주형을 갖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심 사항을 측할 때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우리 일

상에 다양한 사물들의 오작동과 이로 인한 제품 는 사

물 간의 비정상 인 동작을 측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융합정보논문지 제7권 제1호

60

REFERENCES

[1]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uary, 2016.

[2] J. R. Yun,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ft Power”, TTA 

Journal, Vol. 167, pp. 4-7, 2016.

[3] S. Taylor, “The Internet of Things is More Than Just “Things” 

– Five Technology Pillars to Pay Attention To”, Cisco 

Blogs, 2014.

[4] Future Internet Team, “US CES 2015 Trend Analysis”,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5.

[5] D. Lammers, "Fabs in the Internet of Things Era", 

http://blog.appliedmaterials.com, 2016. 12.

[6] GE(General Electric), Industrial Internet Insights Report, 2015.

[7] M. S. Kim, J. H. Choi, "Understand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dustrial IoT․Industrial Internet",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Vol. 28, No. 

12, pp. 20-26, 2016.

[8] E. H. Ji, "[Industrial IoT", Monthly Software Oriented 

Society, Vol. 6, 2015.

[9] Y. H. Kim, W. Y. Kim, U. M. Kim “An Efficient Method 

for Mining Frequent Patterns based on Weighted Support 

over Data Stream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 8, pp. 1998-2004, 2009.

[10] J. K. Yang, K. M. Cheon, Y. W. Byun “Manufacturing process 

improvement of smart phone camera body using data 

mining and RSM mixture model”, Proceeding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May, (2015), 73-75.

[11] E. Y. Kang “A Mining-based Healthcare Multi-Agent 

System in Ubiquitous Environm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 9, 

(2009), 2354-2360.

[12] B. L. Cho, D. H. Kim “A Study on the big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model for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oceeding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pp. 186-187, May, 2015.

[13] Tom M. Mitchell, Machine Learning, McGraw-Hill Science, 

1997.

[14] E. J. Kim,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Books Wiki, 2016.

[15] S. R. Jo, H. N. Sung, B. H. Ahn,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SVM and an Artificial Neutral 

Network in Intrusion Dete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703-711, 2016.

저 자 소 개

구 진 희(Jin-Heel Ku)             [정회원]
▪2001년 2월 : 충남 학교 컴퓨터과

학교육학과(교육학석사)

▪2010년 2월 : 충남 학교 공업(컴

퓨터)교육학과(교육학박사)

▪2010년 9월 ～ 재 : 목원 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

 < 심분야> : 컴퓨터과학 교육, 빅데이터, 데이터마이

닝, 클라우드 컴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