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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STB 보 이 증가하면서 제품 출하 품질검사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TB 상

신호의 다채 동시 입력을 통한품질검사자동화를지원하기 한 방법을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먼 색상정보와

LDP 코드를 결합한CeLDP를 이용하여 안정 인 비디오샷 경계 검출후 상의 앙스캔라인을 이용한 핑거 린

트를 추출하여 입력 비디오 채 간 동기화를 수행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샷 검출 방법과 비교를 통해 더욱

강인한 샷 경계 검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으며, 실제 환경에 용한 실험을 통해 STB 품질검사 시 필요한

다채 입력 간동기화를 한신뢰성 확보 실시간 품질검사가 가능함을입증하 다. , 제안된 방법을바탕으로

향후 규모 품질검사 방법을 연구하여 보다 효과 인 품질검사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STB QC, Shot Detection, LDP, Video Fingerprint, Automatic Video Synchronization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pre-shipment quality inspection has been emphasized due to the increase

of STB supp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upport automation of quality inspection through

simultaneous multi-channel input of STB video signal. The proposed method extracts a fingerprint using the

center scan line of the image after stable video shot boundary detection using CeLDP combining color information

and LDP code and performs synchronization between input video channels. The proposed method shows stronger

shot boundary detection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shot detection method. Through the experiments

applied to the real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secure reliability and real-time quality check for synchronization

between multi-channel inputs required for STB quality inspection. Also,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we intend

to study a large-scale quality inspection method in the future and propose a more effective quality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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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PTV, OTT 등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가 등장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한 셋톱박스(STB,

Set-Top Boxes)의 보 한 활발해졌다. 이와 함께 비

디오서비스 사업자는사후 리비용 감 차원에서

상 품질은 물론 내장 소 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동작등에 한무결성검증 이후 양산을진행하는 차

를 필수 으로 운용할 만큼 STB에 한 품질 리의

요성 한 부각되고 있다. 품질 리는 제품 생산의 각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STB는 소 트웨어와 하드웨

어의융합 제품으로 각각의 개발과정은물론 생산 과정

에서도 품질 유지와 개선을 한 품질 리 활동을 수반

한다. 소 트웨어의 경우다양한 품질 리 개선 방안

이 연구되었으며[1-3], 특히 3D TV IPTV의 성능품

질 측정[4,5]은 물론 STB를 한 탐색 테스트[6]를 이

용한 테스트 방법[7] 등 STB와 같은 방송융합 제품

서비스의 에서 품질 측정을 한 다양한 방법이 제

시되고 있다. 한편 량의 제품에 한 품질 검사를 보

다 손쉽게 수행하기 한 자동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STB 품질검사를 자동화하기 한 노력으로

STB 제어 구성에 한 스크린샷을 비교 평가하여 검사

를 자동화 하는 시스템[8]이 제안되었으나, STB 제어에

한 스크린샷을 리자가 직 구성해야 하고 특히 내

장 소 트웨어의 변경 는 시험 상 제품의 추가 등의

상황에 응하기 해 반복 으로 상당한 사 작업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Fig. 1. Automated STB quality inspection system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서는 Fig. 1과 같이 두

이상의 STB를 연결하여 사 작업 없이 STB 제어

구성에 한 HDMI 출력의 동일성검사만으로 품질검사

를 자동화 가능한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STB는 네

트워크 상태 등에 따라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조건이라 하여도 비디오의 동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

이 발생하므로 STB 품질검사 자동화를 해서는 각 입

력 비디오 신호의 동기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디오 샷경계검출(SBD, Shot Boundary Detection)

방법은비디오 분석 카탈로깅 등여러분야에 활용되

는데 STB가 FHD 해상도의 지원이 일반화되고 UHD로

환되는 시 에서 연산을 한 자원 확보에 유리한 조

건을제공함은 물론 STB 검사에있어사 작업이 필요

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비디오에서 샷은 단일 카메라에서 촬 된 끊어지지

않은 연속 인 상 시 스를 일컫는다. 부분의 비디

오 매체는 상 시 스가 모여 샷을 이루고, 샷이 모여

장면(Scene)을 이룸으로써 하나의 비디오를 구성한다.

샷의 경계는 연속된 상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기본

인 연산으로 검출할 수 있다. 그 에서도 가장 간편한

방법은 각 상 간 동일 치의 화소들의 밝기 는 색

상 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계산 복잡도가 낮고 빠

르다는 장 이 있지만, 체 화면 역에서 비디오가 재

생되는 경우에는 카메라 는 물체의 움직임에 매우 민

감하다. 반 로, Fig. 2와 같이 STB 조작 시 나타나는

메뉴에서 부분 화면이 변화가 없고 미리보기와 같이

작은 역에서만 비디오가 재생되는 경우 샷 경계 검출

이 무뎌지는 단 이 있다.

Fig. 2. Example of STB EPG menu screen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통계 방법, 히스토

그램, DCT 는 Wavelet 등의 압축 기법, 에지 추 , 모

션 벡터를 이용하는 등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9]. 가

장 일반 인 방법인 색상히스토그램 기반의 샷 경계 검

출 방법[10]의 경우 두 상의 색상 히스토그램을 구하

여 비교함으로써 상 내의 색상 분포 차이를 계산하기

때문에단순히화소 값을비교하는 것에비해 카메라

물체의 움직임에 강인하지만 상 내 형태정보를 포함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샷에서 상의 색상 분포가 격

히 변화할 때는 샷 경계로 오검출하는 단 이 있다.

이 단 을 극복하기 한 두 가지 이상의 특징 방

법을 결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상을 16개의

역으로나 어각 역에서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고,

두 상으로부터 같은 역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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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가장 큰 8개의 역만을 사용함으로써 상의 움

직임과 잡음에 한 향을 최소화하고자하는 방법[11]

과 RGB 색상 채 마다상 2개의 비트를 사용해총

6개의 비트를 특징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역 묘사자인

RILBP(Rotational Invariant Local Binary Pattern) 코드

와 결합한 특징으로 히스토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상

내의 색상 분포 변화 물리 객체의 상태 변화를 극복

하는 방법[12]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같은

샷에서 색상이 변한 경우에 여 히 샷 경계로 오검출

할 가능성이 있고, LBP[13]는 통 으로 잡음에 민감

하고 평평한 지역에서 일 이지 못한 코드를 생성하

는 특징이 있어 안정 이지 못하다. LBP가 주변 화소와

의 밝기 차이를 이용했다면, LDP[14]는 주변 화소의 에

지 방향과 크기를 이용하여 잡음에 강인한 회 불변의

특성을 갖고자 하 으나 LBP와 마찬가지로 평탄한 지

역에 취약함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 결과 으로 기존의

방법들은 샷 경계 검출 성능을 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해 다채 입력을 통한 STB 품질 검사에 있어

채 간 동기화에 한 신뢰성 하는 물론 그만큼 동기

화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하여 실시간 처리를 한 성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비디오 핑거 린트(Video Fingerprint)는 디지

털 비디오의 특징 인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추출한 다

음 요약하여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15-18]. 이러한 핑거 린트 기법이 갖는 차원 축소 특

징을 활용하여 비디오 동기화에 용한 Twofold 방법

[19]이 제안되었지만 FHD/UHD 등의 고해상도 상을

실시간으로 연산하기에는 여 히 복잡한 구조와 많은

연산량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체

화면 역에서 비디오가 재생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STB 메뉴 화면과 같이 작은 역에서 비디오가 재생되

더라도 오검출률이 낮고, 안정 인 샷 경계 검출이 가능

한 개선된 지역 방향 패턴 기반의 비디오 샷 경계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방법에서 발생했던 평평한 지역

과 잡음에 민감한 LDP를 개선(eLDP)하여 카메라의 움

직임이나 물체의 이동, 회 뿐만 아니라 평평한 지역, 그

리고잡음에도더욱 강인한 샷경계 검출성능을기 할

수 있으며, RGB 색상의 일정비트와 eLDP 코드를 결합

해 최종 인 샷 경계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이 게 검출된 샷 경계를 기 으로 FHD/UHD

해상도에서도 실시간 연산이 가능하도록 간결한 구조의

차원 축소의 특성을 갖는원 화소값 기반핑거 린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질의 참조 핑거 린트 간 PSNR을

계산하여 극 비교를 통해 비디오의 임 단 동

기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개선된지역방향패턴(eLDP) 기반의비디오샷

경계 검출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지역 방향 패턴과 주요 RGB

색상 비트를 결합한 특징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기존의

LDP에서 평평한 지역에서 일 이지 못한 코드를 발

생시키는 문제를 디폴트(default) 코드를 용함으로써

해결하고자한다. 한, 기존 연구에서선별된색상비트

주요한 비트를 ITU-R 규격에 따라 새롭게 결정하

다.

2.1 개선된 지역 방향 패턴

개선된 지역 방향 패턴(eLDP, enhanced Local

Directional Pattern) 코드는 상의 형태 정보를 표 함

과 동시에 평평한 지역에서는 디폴트 코드를 취함으로

써 평평하거나 그 지 않은 지역에 한 텍스쳐 패턴의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각 화소에 한 형태 정보를 코

드화하기 해, Kirsch 에지 검출기를이용하여 에지 반

응 값을 구한다[14]. 계산된 Kirsch 에지 반응 값을 기반

으로, 기본 인 eLDP 코드 생성은아래 수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수식에서 는화소의 치를, 와 는 재화소

에 한 Kirsch 에지 반응 값이 가장 큰 방향인 

에 하여 두 번째, 세 번째로 반응값이 큰방향 사이의

상 인인덱스를 1～7 하나의정수로나타내며, 

은 평평한 지역을 구분하기 한 임계치를 나타낸다.

Fig. 3은 와 를 구하는 를 보여 다. (a)는 원본

상을, (b)는 Kirsch 마스크를 통해 구한 (a) 상의

Kirsch 에지 반응 값을, (c)는 에지 반응 값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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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를 기 (0)으로 하여 반시계방향으로 인덱싱을 한

결과를 보여 다. eLDP는 통 인 LDP와는 다르게

8bit 신 6bit로 표 할 수 있다. 기존 방법에서는 에지

반응 값이 가장 큰 세 개의 방향에 해 코드를 1로 할

당하여 총 8bit로 표 했다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에

지 반응 값이두 번째, 세번째로큰 방향의인덱스를 에

지 반응 값이 첫 번째로 큰 방향을 기 으로 설정하여

각각 와 에 할당한다. 이는 를 기 으로 나머지 두

방향에 한 상 인 방향의 치 차이를 코드화함으

로써 회 불변의 특성을 갖게 한다. 한, 의 크

기를 임계값 과 비교함으로써 만약 이 보

다 작다면 해당 화소 에 하여 디폴트 코드로 0을 할

당한다. 이는 평평한지역에 한 구분 능력을 부여하여

더욱 안정 인 코드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임계치 

보다 가 크면 상 인 방향의 차이가 0이 나올

수 없으므로, 비트 수를 늘리지 않고도 디폴트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Fig. 3. Example of assigning relative index  and 

2.2 RGB 색상 eLDP 코드를 결합한특징생성

특징 생성을 한 기존 방법에서는 24 bits의 RGB

각 채 당 상 4 bits를 사용해 총 12 bits만을 사용하

거나[10], 이를 반으로 인뒤 LBP와 결합하여 특징 벡

터를 생성하 다[12]. 하지만 방법들은 각R, G, B 채

의 가 치를 고려하지 않고 균일하게 비트를 취하

다. 이에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ITU-R 규격에 따라 각

채 에서 선정되는 비트 수를 다르게 결정한다. 먼 ,

ITU-R BT.601-7 권고안[20]에 따르면 RGB 상을 휘

도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아래 수식 (2)와 같다.

    (2)

이는 사람의 에 더 민감한 색상에 큰 가 치를 주

는, 장의 비시감도(relative visibility)에 따라 계산된

수식이다. 이에 따라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Fig. 4와 같이

가 치를 고려하여 G 채 에서는 세 개, R 채 에서는

두 개, B 채 에서는 한 개씩 총 6 bits를 선정하 다.

Fig. 4. Color bits considered in the proposed method

색상정보와 eLDP 코드를결합하면 Fig. 5와 같은 총

12 bits의 특징이 생성된다. 즉 최종 으로 추출된 특징

은   개의 종류로 구성되며, 이는 상을 4,096

개 빈(Bin)으로 구성된 히스토그램으로 재구성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Fig. 5. Final feature combined color information with

eLDP code

2.3 히스토그램 비교를 통한 샷 경계 검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색상 정보와 eLDP 코드가 결합

된 특징(CeLDP)의 빈도를 함으로써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며 이는 다음 수식 (3)과 같다.

  
  



 (3)

      
 

(4)

수식 (3)과 수식 (4)에서 τ는 CeLDP 코드를 나타내

며, 수식 (3)은 모든 화소 에 해 CeLDP를 계산하여

구해진 각 임, 즉 번째 상의 히스토그램 τ

를 나타낸다. 여기서 생성된 CeLDP 코드에 한히스토

그램 할당 함수 는 수식 (4)와 같으며, 입력된 번째

상으로부터 생성한 CeLDP 코드 에 하여 총 4096

개의 빈에서 일치하는 CeLDP코드 의 빈도를 증가시

킨다. 이와 같이 구해진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인 한

상 사이의 각히스토그램 간의차이 값을 특정임계치

와 비교하여 임계치보다 높으면 샷 경계로서 검출하게

된다. 아래 수식 (5)는 재 상과 이 상 사이의 히

스토그램 차이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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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는 히스토그램 빈의 개수를 의미하며 4,096

이 된다. 는 하나의 1차원 신호로 표 할 수 있다.

이 신호는 스무딩을 통해 히스토그램 차이 계산으로 인

해 발생한 작은 변화를 제거할 수 있다. 스무딩된 신호

를 라 하면, 해당신호를 통해 같은 샷내에서

는 작은 값을, 샷의 경계에서는 값이 커지게 되어 잡음

과 구분된다. 샷 경계를 구분하는 임계치는 

신호의 최댓값의 일정 비율을 취함으로써 설정한다. 이

러한 방식을 통해 비디오 샷은 상 시 스에서 CeLDP

히스토그램 상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검

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임 단 비디오 동기화

제안된 임 단 동기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

선 각 입력 비디오에 하여 앞서 기술한 샷 단 분할

을 실시하고, 비디오 핑거 린트를 생성한다. 질의 비디

오 참조 비디오에서 각각 생성된 핑거 린트를 기

에 하여 한 임 단 로 시 트하며 PSNR을 계

산하고, 극 화 순간에 한 시간차를 산출함으로서 두

비디오의 최종 동기화를 이룬다.

∋ (6)

수식 (6)은 번째 샷 를 나타내며, 제안된 샷 검출

방법에의하여   임에서샷경계가 검출

될 때, 각 임은 새로운 샷 경계가 검출되기 까지

직 검출된 샷 의 소속 임으로 결정 된다.

Fig. 6. Shot-based fingerprint generation process

Fig. 6은 핑거 린트 생성 과정으로, 이를 나타낸 수

식 (7)은 샷 의 핑거 린트 를 생성하는 방법을 나

타낸다. 여기서 는 에서  사이의 임을 나타

내고, 임의 세로해상도에 하여 열 치의 각

화소 를 취함으로써 앙 스캔라인을 결정한다.

 

    ≤    (7)

입력 비디오 임에서 세로 해상도의 앙 스캔라

인을 유지하는 이러한 단순한 구조는 고해상도 비디오

에서 빠르게 연산하기 해 주요한 요소이다. 스캔라인

을 이용한 핑거 린트를 추출한 후에는 수식 (8)과 같이

각 입력비디오를 참조비디오와질의 비디오로 하여 핑

거 린트간 PSNR을 이용하여 동기화를 한 연산을 수

행한다.

  



  




  






 


   ≤   

  ∙log




 (8)

여기서, 


는 참조 비디오의 핑거 린트를, 


는

질의 비디오로부터 추출한 핑거 린트를 나타내며

PSNR을 산출하고 상태의  값은 질의 비

디오와 참조 비디오의 동기화를 한 시간차로 나타난

다.

4. 실험 결과

제안하는 샷 경계 검출방법의 성능평가를 해 RGB

히스토그램 기반[10], RGB+RILBP 히스토그램 기반

[12], 그리고 제안하는방법을 이용한 비디오 샷 경계 검

출을 수행하 다. 실험을 한 환경으로는 Intel i7 CPU,

16GByte RAM, Quadro K2200d GPGPU와 KT Skylife

STB를활용하 으며, 24 시간동안 비디오 샷 경계검출

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Fig. 7은 체 비디

오 세로축의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각 방법에

서 검출한 상들(#1～#8)을 나타낸다. 먼 RGB[10]는

네 개의 샷 경계(#1～#4)를 검출하 는데, Fig. 7의 상

#1과 #2를 비교해 보면메뉴 화면에서 암 에 의한 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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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효과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어두운 화면에서

밝아지면서 상의 색상 분포에 큰 변화가 일어나,

이를샷경계로오검출하는결과를보 다. RGB+RILBP[12]

는한개의샷경계(#5)만을검출하 다. 상내에 다른

샷경계가존재하지만이를검출하지못했다. 마지막으로제

안하는방법은세개의샷경계(#6～#8)를검출하 는데, 색상

의변화에도오검출하지않으면서요구하는샷경계를

히검출했음을보인다.



～



#1

#2

#3

#4

#5

#6

#7

#8

RGB[13 RGB+RILBP[15 Proposed

Fig. 7. Shot boundary detection result

각 방법을 통해 검출한 샷 경계 검출 성능의 정량

인 평가를 해 본 논문에서는 False Discovery

Rate(FDR)[21]를 이용하 다.

 


 (9)

FDR은수식 (9)와 같이 계산되며, TP(True Positive)

는 검출한 샷 경계 올바르게 검출한 샷 경계의 수를,

FP(False Positive)는 오검출한 샷 경계의 수를 의미한

다. Table 1은 각 샷 경계 검출 방법에 한 TP, FP,

FDR을 나타낸다.

Table 1. FDR comparison of proposed shot boundary

detection method

RGB[10] RGB+RILBP[12] Proposed

TP 2894 1842 2589

FP 623 249 287

FDR 17.71% 11.91% 9.98%

FDR은 그 값이 작을수록 샷 경계 검출 성능이 뛰어

나다. RGB[10]는 검출한 상이 가장 많으면서도 FDR

이 가장 높아 다른 방법들에 비해 검출 성능이 낮고,

RGB+RILBP[12]는다른 방법과의 TP 수를비교했을때

올바른 샷 경계를 검출하는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FDR 값을 통해 검출한 샷 잘못된

샷 경계를 검출하는 비율이 9.98%로, 오검출률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방법들

보다 샷 경계 검출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Fig. 8. Fingerprints of reference and query video

Fig. 8은 실제 STB를 사용하여, 60fps의 UHD-HDMI

STB 입력 신호를갖는 서로 다른 채 에서시간차를두

고 입력된 비디오에 한 실험 결과이다. 제안 된 샷 경

계검출방법에의해참조 질의비디오각각의핑거

린트 
～


～

가 분류되었다. Fig. 9

는 Fig. 8의핑거 린트간 PSNR 산출결과 참조핑거

린트의 10번, 즉참조비디오의열한 번째 임의스

캔라인부터의질의 핑거 린트의각 스캔라인에 한평

가 결과를나타낸다. 실험으로부터 확인된핑거 린트간

PSNR 값이 극 화되는 순간, 즉 은 수식

(10)과같다. 즉, 질의비디오의 0번, 즉첫번째 임이

참조 비디오의 10번, 즉 열한 번째 임과 일치하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1/60, 즉 0.183 의 시간차로

동기화됨을 알 수 있다.

Fig. 9. PSNR calculation result using finger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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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ig. 10은 제안하는 샷 경계 검출 동기화 방법을

용한 STB 품질검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제안된 시스템은 동시 4채 UHD-HDMI 입

력에 하여 별도의 수작업에 의한 기 상 설정 는

비가 필요 없고, 입력채 간비디오 임의동기화

처리를 바탕으로 STB를 한 실시간 품질 검사 자동화

가 가능하며, 동기화된 비디오 임과 품질검사 진행

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품질 리 인력의 품질 리 업무

를 효과 으로 보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 향후

연구를 통해 제안된 방법을 바탕으로 STB를 한 규

모 품질검사 방법을 연구하여 장 실무를 한보다 효

과 인 품질검사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품

질검사 업무의 생산성을 극 화하고 정량 품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개선을 한 의사결정을 보다 체

계 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Fig. 10. Monitoring UI of automated STB quality inspection

system applying proposed method

5. 결론

본논문에서는 STB 품질검사를 한 개선된 지역방

향 패턴(eLDP) 기반의 비디오 샷 경계 검출 방법을 제

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물체

의 이동, 회 뿐만 아니라 평평한 지역 잡음에도 더

욱 강인한 검출 성능을 보 다. RGB 색상의 일정 bit와

eLDP 코드를 결합함으로써 특징을 더욱 강인하게 하

고, 이를이용해 체 화면 역에서 비디오가재생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STB 내장 UI의 메뉴 화면과 같이 작

은 역에서 비디오가 재생되더라도 오검출률이 낮은

안정 인 샷 경계 검출이 가능했다. 한, 제안된 샷 경

계 검출 방법을 STB 자동 품질 검사 시스템에 용하여

채 간 동기화에 한 신뢰성을 높 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안정 인 샷 경계 검출률을 확보하 다.

제안 된동기화 방법 역시 핑거 린트가가지는 차원

축소의 특징을 유지함과 동시에 간결한 구조로 원 데이

터를 보존하여 UHD/60fps 환경에서도 한 임의 오

차가 없이 검출 가능하여 STB 품질검사에 용 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후속 연구를 통해 제안 방법을

바탕으로 규모품질검사 지원체계를제안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품질 리 업무의 생산성 제고 품질개선을

한 보다 체계 인 의사결정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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