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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반응표면최적화를 위한 공정능력함수법에서
최소치최대화 기준의 활용에 관한 연구1
Using the Maximin Criterion in Process Capability Function Approach to
Multiple Response Surface Optimization
정 인 준 (In-Jun Jeong) 대구대학교 경영학과2

ABSTRACT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is a group of statistical modeling and optimization methods to
improve the quality of design systematically in the quality engineering field. Its final goal is to identify
the optimal setting of input variables optimizing a response. RSM is a kind of knowledge management
tool since it studies a manufacturing or service process and extracts an important knowledge about it. In
a real problem of RSM, it is a quite frequent situation that considers multiple responses simultaneously.
To date, many approaches are proposed for solving (i.e., optimizing) a multi-response problem: process
capability function approach, desirability function approach, loss function approach, and so on. The
process capability function approach first estimate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models of each
response. Then, it derives an individual process capability function for each response. The overall
process capability function is obtained by aggregating the individual process capability function. The
optimal setting is given by maximizing the overall process capability function. The existing process
capability function methods usually use the arithmetic mean or geometric mean as an aggregation
operator. However, these operators do not guarantee the Pareto optimality of their solution. Moreover,
they may bring out an unacceptable result in terms of individual process capability function valu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ximin-based process capability function method which uses a maximin
criterion as an aggregation operator. The proposed method is illustrated through a well‐known multiresponse problem.

Keywords: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Knowledge management tool, Multi-response problem,
Process capability function approach, Max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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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를 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
니라 공정능력지수(Process Capability Index)가 기업

반응표면방법론(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의 생산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실무자에게 친숙

은 제품ㆍ공정 개발 단계에서 반응변수(품질특성치)와

하고 쉽게 수용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결과값을 결정하는 입력변수(제품ㆍ공정변수)

최근 공정능력함수법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통계 및 최적화 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정능력함수법의 문제점을

법의 총체이다. 반응표면분석은 제조 및 서비스 프로세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를 연구하고 이에 관한 지식을 추출한다는 점에서 지

공정능력함수법은 먼저 개별 반응변수에 대하여 평

식경영 방법론으로 간주된다(표인수•이재광 2016; 정

균과 표준편차 반응함수를 추정한다. 그 다음 이들로

인준 2018). 이 방법론의 최종 목표는 반응변수를 최적

부터 함수 형태로 표현된 공정능력지수, 이른바 공정능

화(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입력변수의 최적 조건을

력함수(Process Capability Function)를 도출한다. 그

찾는 것이다. 제품ㆍ공정 개발 관련 현장 문제를 살펴보

다음 개별 공정능력함수를 집계한 종합 공정능력함수

면, 다수의 반응변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를 도출한다. 궁극적으로 종합 공정능력함수(Overall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다중반응표면 문

Process Capability Function)를 최대화하는 입력변

제(Multi-Response Problem)라고 한다(Khuri 1996).

수의 최적값을 도출한다(Plante 1999, 2001; Ch’ng

다중반응표면 문제는 데이터 수집, 모형 구축, 최적

et al. 2005; 정인준 2017). 공정능력함수법에서 개별

화의 세 단계를 거쳐서 해결된다. 본 논문은 데이터 수

공정능력함수를 집계하는 집계 연산자(Aggregation

집 및 반응함수 추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최

Operator)로 지금까지 산술평균 또는 기하평균이 주로

적화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반응변수가 개 주어져 있

활용되었다. 이들 집계연산자는 도출된 해가 파레토 최

다면( ,

적해(Pareto Optimal Solution)인지 여부를 보장해 주

,

), 다중반응표면 최적화 문제는 식 (1)과

같이 구성된다. 식 (1)에서
추정식(

는 번째 반응함수의

), 는 입력변수 벡터, 는

값의 범

위를 의미한다.

지 못하고(Miettinen 1999), 도출된 해에 의해 정해지
는 개별 공정능력함수값이 지나치게 낮은 결과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정능력함수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소치최대화(Maximin) 기

			
(1)

반 공정능력함수법을 제안한다. 최소치최대화는 개별
공정능력함수값 중 최소치를 취하여 이를 종합 공정능

지금까지 다중반응표면 최적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

력함수값으로 두고 최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

가 이루어져 왔는데(Myers 1999; Myers et al. 1989,

치최대화 방식에 의해 정해지는 개별 공정능력함수값

2004; Ardakani and Wulff 2013), 이들은 호감도함

은 편차가 최소화된다.

수법(Desirability Function Approach), 손실함수법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공

(Loss Function Approach), 공정능력함수법(Process

정능력함수법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최소치최대화 기

Capability Function Approach) 등으로 분류된다(정

반 공정능력함수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방

인준 2011). 이 중 공정능력함수법은 반응변수의 평균

법을 활용하여 예제를 풀고 기존의 집계연산자와 비교

과 산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의사결정자의 선호도

한다. 5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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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하는 것을 적용하였다(Plante 1999, 2001; Ch’ng et

2. 공정능력함수법에 관한 고찰

al. 2005; 정인준 2017). 식 (4)와 (5)는

기반의 공

공정능력함수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

정능력함수에 대하여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통해 만

로 공정능력지수에 기반하고 있다. 공정능력지수는 품

든 종합 공정능력함수를 각각 보여준다. 식 (4)와 (5)에

질특성치가 요구되는 사양(Specification Limits)을 충

서

는 각 반응변수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족시키는 공정능력 또는 역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수이다. 공정능력지수는 품질특성치가 사양을 충족
시키면 시킬수록 값이 증가한다. 지금까지 여러 공정능

(4)
		

력지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수로
,

,

(5)

등이 있다(Juran 1974; Sullivan 1984,

1985; Hsiang and Taguchi 1985; Kane 1986; Chan
et al. 1988).

본 논문은 기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집계 연산자,
즉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공정능력함수법은 먼저 각각의 반응변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을 집계 연산자로 사용할 경우, 도

평균 및 표준편차 반응함수 추정식을 활용하여 공정

출된 해가 파레토 최적해인지 여부를 보장해 주지 못

능력지수를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

한다(Miettinen 1999). 뿐만 아니라 도출된 해에 의해

반응함수 추정식을

,

정해지는 개별 공정능력함수값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

은 의 함수로 표현되므로, 공정능력지수도 결국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3개의 반응변수가

은 의 함수, 즉 공정능력함수가 된다. 개별 공정능력함

있는 다중반응표면 최적화 문제를 가정하자. 이 문제에

수로는

서 어느 두 개의 해

와

,

로 둔다. 여기서

이 주로 활용되었다(Plante 1999,

2001; Ch’ng et al. 2005; 정인준 2017). 식 (2)와 (3)은
또는
여기서,

기반의 공정능력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과

은 규격하한(Lower Specification

,

로부터 도출된 공정능력함수

값이 각각

=(0.3, 1.1,

2.2)와

=(1, 1.1, 1.2)로

주어져 있다면,

=1인 산술평균을 사용할

Limit)과 규격상한(Upper Specification Limit)을 각

경우 전자의 종합 공정능력함수값은

각 의미하고, 는 품질특성치의 목표치를 의미한다.

자는

=1.1이 된다. 이는 전자가 더 선호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2)
			

=1.2, 후
=0.3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로 낮은

값

은 현실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오히려 후자
(3)

의 경우, 셋 중 가장 낮은

=1은 현실에서는 받

아들여질 수 있다. 참고로, 품질경영 분야에서는 공정
그 다음 개별 공정능력함수를 집계(Aggregation)하

능력지수 값이 1.33이상일 때 충분한 공정능력을 보유

여 종합 공정능력함수를 구한다. 최종적으로는 종합 공

하고 있고, 1에서 1.33 사이일 때 수용가능한 수준의 공

정능력함수를 최대화하는 입력변수 의 조건을 찾는

정능력은 있다고 판정한다. 그러나 0.67에서 1사이일 때

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종합 공정능력함수를 구하

에는 부족한 공정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0.67미만일 때

기 위하여 개별 공정능력함수를 산술평균 또는 기하평

에는 공정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박영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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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평균의 경우에도 파레토 최적해를 보장해 주지 못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 공정능력함수

한다. 다만, 수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하평균이 산

를 구할 때에는 개별 공정능력함수의 상대적 중요도,

술평균에 비하여 개별 공정능력함수값 간의 편차를 적

즉 가중치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

게 발생시키기는 한다. 그러나 산술평균과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최소치최대화를 사용할 때에도 개별 공정능

비현실적으로 낮은 공정능력함수값이 발생할 가능성

력함수의 가중치( )를 반영할 수 있다. 식 (7-1)과 (7-2)

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는 식 (6-1)과 (6-2)에 개별 공정능력함수의 가중치를
추가한 모형을 각각 나타낸다.

3. 제안된 방법: 최소치최대화 기반의
공정능력함수법

(7-1)
(7-2)

본 논문에서는 공정능력함수법에서 종합 공정능력
함수를 구하는 집계 연산자로 최소치최대화를 사용하

최소치최대화를 사용할 때에는 개의

중

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소치최대화는 개별 공정능

하나의 요소만 고려되므로 나머지

력함수값 중 최소치를 취하여 이를 종합 공정능력함수

이 아닌(즉, 최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값으로 두고 최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공정능

와 같은 상태에서 도출된 해를 약한 약한 비지배적해

력함수값 중 최소치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최대화하는

(Weakly Nondominated Solution)라고 한다. 약한 비

방향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가장 낮은 개별 공정능력

지배적해가 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함수값이 최대한 높게 나타나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된

서 나머지

다. 궁극적으로 최소치최대화 방식에 의해 정해지는 개

록 하기 위해서는 식 (6-1)-(7-2)에 식 (8)을 추가하여야

별 공정능력함수값은 편차가 최소화되고, 가장 낮은 개

한다(Steuer 1986). 식 (8)에서 는 아주 작은 수치(양의

별 공정능력함수값도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게 될 가

값)를 나타낸다. 가령, 식 (7-2)에 식 (8)을 추가하면 식

능성이 높다.

(9)와 같이 표현된다.

개의

개는 최적

도 최적의 상태가 되도

제안된 최소치최대화 기반의 공정능력함수법의 최
적화 모형은 식 (6-1)과 같이 구성된다. 식 (6-1)에서
공정능력함수로 식 (3)의
로, 식 (2)의

				

(8)

를 채택한다. 참고

를 적용하여도 된다. 식 (6-1)의 경

우, 목적함수 부분이 비대하기 때문에 식 (6-2)와 같

(9)

이 간단히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 (6-2)에서는 가
중 최소치가 된다.

4. 예제: 콜로이드성 가스 아프론 문제
(6-1)
본 장에서는 다중반응표면 최적화 문제인 ‘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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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제안된 방법을 예증하고자 한다(Jauregi et

수로 구성되어 있다. 변수에 대한 설명 및 반응변수의

al. 1997; Kim and Lin 2006). 또한 본 예제를 통하여

, ,

은 표 1에 주어져 있다. 참고로, 본 논문에

제안된 방법과 기존의 산술평균 또는 기하평균 기반의

서는 예증 목적으로 반응변수의 일부 내용을 윤색하였

공정능력함수법을 비교한다.

다(정인준 2017). 구체적인 실험계획 내용과 수집된 데

예제 문제는 콜로이드성 가스 아프론의 품질을 개

이터는 원문을 참고하면 된다(Jauregi et al. 1997). 세

선하기 위한 화학성분의 최적 수준을 찾는 것이 목표

반응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반응함수 추정치는 식

이다. 본 예제 문제는 3개의 반응변수와 3개의 입력변

(10)-(15)와 같다.
		

(10)

			

(11)

		

(12)

		

(13)
(14)

		

(15)

<표 1> 예제 문제의 반응변수와 입력변수
Variable Type

Code

Dependent Variable

Descriptions

Measurement Unit

LSL

T

USL

Stability

log(Seconds)

3.00

5.00

7.00

Volumetric Ratio

Ratio

0.10

0.35

0.60

Temperature

℃

15

30

45

-

-

-

-

-

-

-

-

-

Concentration of Surfactant
Independent Variable

Concentration of Salt

(Coded Values: -1, 0,
1)

Time of Stirring

4.1 제안된 방법을 통한 문제 풀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3)의

다음으로 식 (16)-(18)의
을 기반으

로 식 (9)의 최소치

최대화 모형을 구성한다(식 (19)). 본 예제풀이에서는

로 한 최소치최대화 기반의 공정능력함수법으로 예제

가중치를

문제를 푼다. 우선 주어진

설정한다. 참고로 다양한 가중치에 대한 예제풀이 결과

,

( =1, 2, 3)를 가지

고 반응함수별로 식 (16)-(18)의 공정능력지수 추정치

=1로 설정하고, =0.0000001로

는 4.2절에서 다룬다.

가 도출되었다.
(16)
		

(17)
(18)
2019. 9

식 (19)를 푼 결과,

=

(19)

=(-0.45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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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제시하여 준다.

-0.946),

=

=(4.58, 0.30,

26.49),

=

=(0.08, 0.05,

한편, 다양한 가중치 값이 주어졌을 때에도 제안된

1.91),

=

=(1.57,

최소치최대화 기반 공정능력함수법이 산술평균 또는

1.26, 1.25)로 도출되었다.

기하평균 기반 공정능력함수법에 비하여 최소치가 더
높은 결과를 제시하여 주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4.2 기존 방법과의 비교

위하여, ( ,

본 절에서는 제안된 방법과 기존의 공정능력함수법

(3, 1, 3), (1, 3, 3) 등의 6가지 경우를 추가적으로 고려

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예제 문제를 기존

하였다. 풀이 결과는 표 2의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

의 산술평균 기반 공정능력함수법과 기하평균 기반 공

까지 주어져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능력함수법으로 풀어보았다. 참고로 가중치는 제안

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서 최소치최대화 기반 공

된 방법과 동일한

=1로 설정하였다. 풀이 결

정능력함수법이 산술평균 또는 기하평균 기반 공정

과는 표 2의 첫 번째 행에 주어져 있다. 표에서 AM,

능력함수법에 비해 최소치가 더 높은 결과를 최적해

GM, MM은 각각 산술평균(Arithmetic Mean), 기하

로 제시해 준다. 가령, ( ,

평균(Geometric Mean), 최소치최대화(Maxi-Min) 기

과를 살펴보면, 세 개의 공정능력함수값 중 최저값은

반 공정능력함수법을 의미한다.

MM(

결과를 살펴보면, 산술평균 기반 공정능력함수법
은

=

=0.94)이 AM(

,

= = =1의 결

)=(1, 3, 1)의 경우 결
=0.61)과 GM(

=0.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 값이

0.69로 가장 낮았다. 기하평균 기반 공정능력함수법
이 중

)=(3, 1, 1), (1, 3, 1), (1, 1, 3), (3, 3, 1),

=(∞, 2.15,

0.69)을 최적해로 제시하였고, 이 중
은

,

5. 결론

=(∞, 1.23, 0.86)을 최적해로 제시하였고,
의 값이 0.86으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

본 논문에서는 다중반응표면 최적화를 위한 여러 방

으로 최소치최대화 기반 공정능력함수법은

법 중 공정능력함수법이 가진 기존의 한계점을 개선한

=(1.57, 1.26, 1.25)을 최적해로 제시하였고, 이 중

방법을 제안하였다. 공정능력함수법은 개별 반응변수

의 값이 1.25로 가장 낮았다. 세 방법 중 최소치는

에 대하여 공정능력함수를 도출한 후 이들 개별 공정

MM(

능력함수를 집계한 종합 공정능력함수를 도출하며, 궁

=1.25)이 AM(

=0.69)과 GM(

=0.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극적으로 종합 공정능력함수를 최대화한다. 기존의 공

산술평균 또는 기하평균 기반 공정능력함수법은 단

정능력함수법에서는 개별 공정능력함수를 집계하는 집

순히 평균의 최대화만 추구하기 때문에 개별 공정능력

계 연산자로 산술평균 또는 기하평균이 주로 활용하였

함수값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다. 그러나 이들 집계 연산자는 도출된 해가 파레토 최

에 본 예제 풀이에서와 같이 특정 공정능력함수값이 1

적해인지 여부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도출된 해에 의

보다 낮은 경우도 “최적해”로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

해 정해지는 개별 공정능력함수값이 지나치게 낮은 결

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치최대화 기반 공정능력함수법

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공

은 개별 공정능력함수값에 관심을 가지고 최소치의 최

정능력함수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소치최대

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화 기반 공정능력함수법을 제안하였다. 최소치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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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안된 방법과 기존 방법의 비교: 예제 문제에 다양한 가중치 적용
Method

AM*
-0.714 -1.032 -0.611 5.00 0.35
GM*
-0.369 -0.621 -0.427 5.00 0.41
MM*
-0.458 -0.027 -0.946 4.58 0.30
AM
-0.671 -0.981 -0.620 5.00 0.35
3 1 1
GM
-0.337 -0.583 -0.301 5.00 0.42
MM
-0.451 -0.007 -0.951 4.55 0.30
AM
-0.813 -1.150 -0.549 5.00 0.34
1 3 1
GM
-0.840 -1.183 -0.513 5.00 0.34
MM
-0.573 -0.020 -0.979 4.48 0.28
AM
-0.689 -1.003 -0.617 5.00 0.35
1 1 3
GM
-0.567 -0.859 -0.609 5.00 0.37
MM
-0.013 0.798 -0.702 4.76 0.36
AM
-0.699 -1.014 -0.615 5.00 0.35
3 3 1
GM
-0.336 -0.584 -0.267 5.00 0.43
MM
-0.944 0.015 -1.029 4.11 0.18
AM
-0.337 -0.584 -0.262 5.00 0.43
3 1 3
GM
-0.391 -0.659 -0.106 5.00 0.43
MM
-0.526 -0.043 -0.366 4.51 0.35
AM
-0.674 -0.985 -0.620 5.00 0.35
1 3 3
GM
-0.855 -1.215 -0.240 5.00 0.36
MM
-0.182 -0.070 -0.914 4.84 0.36
* AM=Arithmetic Mean-based Process Capability Function Method
GM=Geometric Mean-based Process Capability Function Method
MM=Maximin-based Process Capability Function Method
1

1

1

26.09
27.23
26.49
26.18
27.59
26.48
25.99
26.01
26.48
26.14
26.44
25.83
26.12
27.67
26.54
27.68
28.02
28.11
26.17
26.71
26.37

0.00
0.00
0.08
0.00
0.00
0.09
0.00
0.00
0.09
0.00
0.00
0.13
0.00
0.00
0.13
0.00
0.00
0.06
0.00
0.00
0.08

0.04
0.03
0.05
0.04
0.02
0.05
0.04
0.03
0.05
0.04
0.04
0.03
0.04
0.02
0.05
0.02
0.02
0.03
0.04
0.02
0.05

6.12
5.10
1.91
5.79
5.59
1.87
7.13
7.51
1.85
5.92
5.21
4.52
6.00
5.76
1.90
5.78
6.81
4.98
5.81
8.99
1.80

∞
∞
1.57
∞
∞
1.45
∞
∞
1.26
∞
∞
2.44
∞
∞
1.74
∞
∞
1.34
∞
∞
3.70

2.15
1.23
1.26
2.14
1.06
1.15
2.17
2.23
0.94
2.15
1.96
2.44
2.15
1.03
1.47
1.03
0.98
2.82
2.14
3.39
1.76

0.69
0.86
1.25
0.72
0.82
1.25
0.61
0.59
1.26
0.71
0.79
0.81
0.70
0.81
1.27
0.80
0.71
0.94
0.72
0.5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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