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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반응표면 최적화를 위한 단변량 손실함수법:
대화식 절차 기반의 가중치 결정1
A Univariate Loss Function Approach to Multiple Response Surface
Optimization: An Interactive Procedure-Based Weight Determination
정 인 준 (In-Jun Jeong) 대구대학교 경영학과2

ABSTRACT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empirically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sponse variable
and input variables in the product or process development phase. The ultimate goal of RSM is to find an
optimal condition of the input variables that optimizes (maximizes or minimizes) the response variable.
RSM can be seen as a knowledge management tool in terms of creating and utilizing data,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a product production and service operations. In the field of product or process
development, most real-world problems often involve a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multiple response
variables. This is called a multiple response surface (MRS) problem.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for MRS optimization,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loss function approach, priority-based
approach, desirability function approach, process capability approach, and probability-based approach.
In particular, the loss function approach is divided into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pproaches at large.
This paper focuses on the univariate approach. The univariate approach first obtains the mean square
error (MSE) for individual response variables. Then, it aggregates the MSE’s into a single objective
function. It is common to employ the weighted sum or the Tchebycheff metric for aggregation. Finally,
it finds an optimal condition of the input variables that minimizes the objective function. When
aggregating, the relative weights on the MS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how to determine the weights systematically.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nteractive
procedure to determine the weights through considering a decision maker’s preference. The proposed
method is illustrated by the ‘colloidal gas aphrons’ problem, which is a typical MRS problem. We also
discuss the extension of the proposed method to the weighted MSE (WMSE).

Keywords: Multi-response surface optimization, Univariate loss function approach, Mean square error,
Weighted tchebycheff method, Weight determination, Interactiv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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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력법(Process Capability Approach), 확률기반법
(Probability-Based Approach)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정인준 2011). 본 논문은 손실함수법에 초점을 맞춘다.

은 제품이나 공정의 개발 단계에서 하나의 반응변수

손실함수법은 반응변수의 평균뿐만 아니라 분산도 체

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제품 또는 공정변

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손실함수

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으

법은 반응변수들의 평균을 목표치에 근접시키면서 분

로, 통계 기법과 최적화 기법으로 구성된다(Box and

산은 최소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강건

Draper 1987; Myers and Montgomery 2002). 반응

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입력변수의 수준을 찾을 수 있

표면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응변수를 최적화(최대

다.

화 또는 최소화)하는 입력변수의 최적조건을 찾는 것이

손실함수법은 반응변수와 목표수준 간의 차이를 이

다. 이 방법론은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운영에 관한 지식

차 손실함수(Quadratic Loss Function)로 나타낸 후,

을 창출하고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지식경영 방법론으

손실함수의 기대치를 최소화한다. 손실함수법은 반응

로 볼 수 있다(표인수·이재광 2016; 정인준 2018; 정인

변수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단변량(Univariate)

준 2019). 제품 또는 공정개발 시 실제 현장에서 주어지

손실함수법(임성수·이우선 2004; Ames et al. 1997;

는 문제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반응변수를 동시에 고

Köksoy 2006; Lijuan et al. 2010; Shin et al. 2011)

려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다중반응표면

과 다변량(Multivariate) 손실함수법(Vining 1998;

(Multiple Response Surface) 문제라고 한다(Khuri,

Pignatiello 1993; Ko et al. 2005)으로 구분할 수 있

1996). 다중반응표면 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도 여러 개

다. 단변량 손실함수법은 각각의 반응변수에 대하여 손

의 반응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화하는 것이다.

실함수를 도출한 후, 이를 집계(Aggregation)하는 방식

반응변수가 개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 때 다

을 취하는 반면, 다변량 손실함수법은 반응변수들을 벡

중반응표면 최적화(Multiple Response Surface

터 형식으로 한 번에 고려한 다변량 손실함수를 정의

Optimization) 문제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식 (1)에

하여 활용한다. 본 논문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이

서

용이한 단변량 손실함수법에 초점을 맞춘다.

는 번째 반응변수의 추정식( =1, …, )이고,

는 입력변수들로 구성된 벡터,

는 입력변수들의 제

단변량 손실함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접근

약범위(Feasible Region)를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한다.

법은 우선 개별 반응변수에 대하여 손실함수를 도출하
고 이의 기대치를 유도한다. 이 기대치를 특히 평균제

		

(1)

곱오차(Mean Square Error, MSE)라고 한다. 이 기대
치들을 집계하여 하나의 목적함수로 만든다. 집계하는

지금까지 다중반응표면 최적화와 관련하여 다양

방식으로 가중합(Weighted Sum)이나 Tchebycheff

한 접근법이 제안되었는데(Myers et al. 1989; Myers

Metric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적으로, 이

1999; Myers et al. 2004; Ardakani and Wulff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입력변수의 조건을 찾는다. 집

2013), 손실함수법(Loss Function Approach), 우

계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고려하게 되는데, 가중치를

선순위법(Priority-Based Approach), 호감도함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수법(Desirability Function Approach), 공정능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결정을 위하여 대화식 절

28

지식경영연구 제21권 제1호

다중반응표면 최적화를
위한 단변량
손실함수법:
절차 기반의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대화식
및 기업전략에
관한 가중치
통합적 결정
연구

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MSE라고 하는데, 이는 식 (3)과 같다.

대화식 절차는 의사결정자가 문제풀이 과정에 참여
하는 방식으로, 도출된 해를 검토한 후 자신의 선호도

				(2)

정보를 수정하여 해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대화식 절차는 다목적 최적화(Multiple Objective

		(3)

Optimization) 분야에서 의사결정자의 선호도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Hwang et al.
1979; Steuer 1986).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단

식 (2)에서

는 번째 반응변수의 이차 손실

함수를, 와

는 번째 반응변수의 손실비용과 목표

변량 손실함수법에 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한다. 3장에

수준을 각각 나타낸다. 식 (3)에서

는 번

서는 Weighted Tchebycheff 방법에서 대화식 절차를

째 이차 손실함수의 기대치를 의미하고

는 이

활용한 가중치 결정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

와 동일한 개념인 평균제곱오차를 의미한다.

된 방법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다중반응표면 문제인 ‘콜

에서

로이드성 가스 아프론’ 문제를 풀어본다. 5장에서는 제

식과 표준편차 추정식을 의미한다.

안된 방법의 ‘가중평균제곱오차’로의 확장에 관하여

항

와

는 각각 반응변수의 평균 추정
에서 좌

은 제곱편차(Squared Bias)를, 우항

토의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은 분산(Variance)을 의미한다. 제곱편차는 반
응변수가 목표치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진 정도를 나
타내고, 분산은 반응변수의 변동성의 크기를 나타낸

2. 기존문헌 고찰

다. 망소특성(Smaller-The-Better)과 망대특성(LargerThe-Better)을 띄는 반응변수의 이차 손실함수와

2.1. 단변량 손실함수법
손실함수법은 반응변수와 목표수준 간의 차이를 이

는 Köksoy and Yalcinoz (2006)를 참고하면 된
다. 최종적으로 단변량 손실함수법은 개별 반응변수에

차 손실함수로 정의하고(Taguchi and Wu 1979), 이차

대하여

를 만든 후, 이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

손실함수의 기대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

소화하게 된다(식 (4)). 식 (4)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가

실함수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변량 손실함수법

입력변수의 최적조건, 즉

가 된다.

과 다변량 손실함수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
(4)
		

에서는 단변량 손실함수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단변량 손실함수법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변량 손실함수법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정인준
(2011)을 참고하면 된다.
단변량 손실함수법은 단변량 이차 손실함수에서부터

2.2. 단변량 손실함수법 관련 기존 연구
단변량 손실함수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식

시작하는데, 망목특성(Nominal-The-Best)을 띄는 반

(4)에서

응변수에 대한 이차 손실함수는 식 (2)와 같이 정의된

(Aggregation)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 가중

다. 그리고 식 (2)의 기대치는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

합 방법(Weighted Sum)과 Weighted Tchebycheff 방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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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나뉜다. 우선 가중합 방법은 식 (5)와 같은 모

가중합 방법은 수리적인 형태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의

형으로 표현된다. 식 (5)에서

에 대한 가중

사결정 또는 최적화 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도 쉽

치를 나타낸다( =1, …, ). 임성수 & 이우선 (2004)

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목적함수 공간에

과 Köksoy and Yalcinoz (2006)는 단변량 손실함수

서 효율적 해(Efficient Solutions) 또는 비지배적 해

법에서 가중합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Köksoy and

(Nondominated Solutions)에 의해 형성된 이른바 '비

Yalcinoz (2006)는 식 (5)의 모형을 제안한 연구이

지배적 목적함수 값'의 분포 형태에 따라 최적해를 찾

다. 임성수 & 이우선 (2004)은 식 (5)와 동일한 모형이

지 못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지배적 목적함수 값의

나 MSE를 보정한 상대평균제곱오차(Relative MSE,

분포가 볼록하지 않은(Nonconvex) 구간이 존재하고

RMSE)를 사용하였다. MSE가 반응변수 간에 스케일

이 구간에서 최적해가 있다면 가중합 방법은 이 최적해

차이가 클 때 이의 효과를 조정하지 못하나 RMSE는

를 찾아내지 못한다. 가중합 방법은 이론적으로 볼록하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지 않은 구간을 탐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iettinen

는

2001). 반면, Weighted Tchebycheff 방법은 수리적 형
(5)
			

태는 복잡하나 볼록하지 않은 구간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지배적 목적함수 값의 분포 형태에 관계없
이 최적해를 찾을 수 있다(Hwang et al., 1979; Steuer,

다음으로 Weighted Tchebycheff 방법은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식 (6)에서
인 수준을,

는

와

중치를 나타낸다. 참고로,

1986; Miettinen 2001). Weighted Tchebycheff 방

의 이상적

법에서 식 (6)의 모형에 의해 도출된 최적해는 목적함

간의 차이에 대한 가

수 값 중 일부는 최적이 아닌 상태, 즉 ‘약한 비지배적

는

(Weakly Nondominated)’ 상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는

를 최소화

한 값을 써도 되고, 간단히 0으로 두어도 된다(정인

보완이 필요하다. 보통

준, 2015a). 여기서

값을 곱한 항을 추가하면 약한 비지배적 상태를 피할

는 개의

중 가장 큰 값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이 방법은 개의

들의 합에 아주 작은 양의

수 있다(Steuer 1986).

까지의 차이(정확히는, 가중치를 고

가중합 방법과 Weighted Tchebycheff 방법 외에 집

려한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한

계 자체를 하지 않는 연구도 있다. 우선, 우선순위 기반

다. 즉,

중 일부가 지나치게 열악한 결과가 나

법(Priority-Based Method)은 다수의 목적함수들 중

타나지 않도록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관리하

하나를 목적함수로 두고, 나머지를 제약식으로 두는 방

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Lijuan et al. (2010)과 Shin

식이다. Köksoy (2008)은 단변량 손실함수법에서 우선

et al. (2011)이 단변량 손실함수법에서 Weighted

순위 기반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주요한 특징은 제약

Tchebycheff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두 연구 모두

식에 포함된

Weighted Tchebycheff 방법을 약간 변형한 ‘사전식

건을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그 다음, 선호도사후제시법

(Lexicographic)’ Weighted Tchebycheff 방법을 적용

(Posterior Preference Articulation Method)은 수많

하였다.

은 비지배적 해를 생성한 후, 그 중에서 의사결정자가

중

는 부등식이 아닌 등식으로 제약조

가장 선호하는 해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Köksoy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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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단변량 손실함수법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3. 제안된 방법: 대화식 절차 기반의
가중치 결정

집계 방법 중 Weighted Tchebycheff 방법에서 가중치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본 논문에서는 Weighted Tchebycheff 방법에서 대

다. Weighted Tchebycheff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앞

화식 절차를 활용한 가중치 결정 방법을 제안한다. 제

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지배적 목적함수 값의 분포 형

안된 방법은 4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은 제안된 방법의

태와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해를 찾을 수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단계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방법은 대화식 절

있다.

차를 기반으로 한다. 대화식 절차는 의사결정자가 문
제풀이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출된 해를 검토

3.1. MSE 도출 및 가중치 초기화 (1단계)

한 후 자신의 선호도 정보를 수정하여 해의 품질을 높

1단계에서는 먼저 반응변수별로

를 도출한다.

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화식 절차는 다목적 최적

식 (3)의

화(Multiple Objective Optimization) 분야에서 의사

의 평균 추정식

결정자의 선호도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야 한다. 추정식

알려져 있다(Hwang et al. 1979; Steuer 1986). 참고

표면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험이 설계되어야 하고, 특

로, 제안된 방법은 가중합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히

수 있다.

시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중심복합설계(Central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번째 반응변수
와 표준편차 추정식
와

를 구해

는 실험계획법 중 반응

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별로 반드시 반복 실

<그림 1> 제안된 방법의 세부 절차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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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Design)가 이러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

여 만족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통과한다는 의미

이는 실험설계이다. 만약 개의 반응변수가 주어져 있

가 아닌, 모든 반응변수의 수준이 의사결정자의 선호도

다면

관점에서 가장 잘 절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
와

도 각각 개씩 구해야 한다. 추정식
는 2차 다항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추정식

와

의 실제 형태는 4장의

3.4. 가중치 수정 (4단계)
풀이과정이 4단계까지 진행하였다면 현재의

식 (7)-(12)를 참고하기 바란다.

에

에 의해 간단하게 도출된다. 망목특성의 경우에는 목

의해 도출된 결과, 즉
,
,
의 관점에서 반
응변수 중 일부는 불만족함을 의미한다. 4단계에서

표수준

는 불만족한 반응변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Weighted

추정식

와

가 구해지면

는 식 (3)

도 미리 주어져야 한다. 그 다음, 식 (6)의

Weighted Tchebycheff 모형에서 핵심요소인

와

Tchebycheff 모형에서

를 수정한다. 수정은 불만족

를 초기화한다. 사

한 반응변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긴축(Tightening)’

전에 초기치로 설정해야 할 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과 만 족 한 반 응변수 의 가 중치를 낮추 는 ‘완화

간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

(Relaxation)’ 등 2가지 방법으로 한다. 긴축은 불만족

는 모두 1로 설정한다.

한 반응변수가 소수이고 만족한 반응변수가 다수일 때

3.2. Weighted Tchebycheff 모형 풀기 (2단계)

유용하다. 즉, 소수의 불만족한 반응변수의 가중치를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높여 이들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

와 함께 1단계
를 가지

화는 반대로 불만족한 반응변수가 다수이고 만족한 반

고 식 (6)의 Weighted Tchebycheff 모형을 만든다. 앞

응변수가 소수일 때 유용하다. 소수의 만족한 반응변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한 비지배적 상태를 피하기 위

수의 가중치를 낮추어 이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불특정

하여

들의 합에 아주 작은 양의 값을 곱한 항을

한) 다수의 불만족한 반응변수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

추가하도록 한다. 이 형태는 4장의 식 (19)를 참고하기

이다(정인준 2017; Jeong and Kim, 2003; Jeong and

바란다. 이 모형을 풀면, 최적해

Kim 2005; Jeong and Kim 2009). 4단계에서

에서 초기화되거나 이전 라운드에서 수정된

는 반응변수별 평균 추정치

와 이로부터 계산되
, 표준편차 추정치

, 그리고 평균제곱오차 값
이후부터는
기한다.

와

는 간단히

수정되면 이를 가지고 2단계로 돌아간다.

가 도출된다.
와

로표

4. 예제풀이
본 장에서는 제안된 대화식 절차를 활용하여 대표적

3.3. 풀이결과 평가 (3단계)
3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

가

를 기반으로

와 이로부터 도출된

,

를 평가한다. 만약 모든 반

인 다중반응표면 최적화 문제인 ‘콜로이드성 가스 아프
론(Colloidal Gas Aphrons, CGA)’ 문제(Jauregi et al.

가 최고절충해

1997; Kim and Lin 2006)를 풀어보고자 한다. 단변량

(Best Compromise Solution)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함수법을 적용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응

4단계로 가서 가중치를 수정한 후 다음 라운드에서 새

변수별

로운

험조건별로 반복 실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응변수

응변수에 대하여 만족한다면 현재의

32

를 구해야 한다. 참고로, 모든 반응변수에 대하

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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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예제 문제의 반응변수와 입력변수
변수

기호

반응변수

입력변수

변수 설명

측정 단위

특성

목표치

제약범위

Stability

log(Seconds)

NTB

5.00

-

Volumetric Ratio

Ratio

NTB

0.35

-

Temperature

℃

NTB

30

-

Concentration of Surfactant

-1, 0, 1*

-

-

[-1.633, 1.633]

Concentration of Salt

-1, 0, 1*

-

-

[-1.633, 1.633]

Time of Stirring

-1, 0, 1*

-

-

[-1.633, 1.633]

* 입력변수의 경우, 코드화된 값임

별

뿐만 아니라

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단변량 손실함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준 2017; 정인준 2019).
다음으로 실험은 중심복합설계로 계획되어 실시되

이 문제는 콜로이드 상태에 있는 가스 아프론이라는

었다. 반복 실시를 포함하여 총 34회의 실험이 실시되

화학물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었다. 상세한 실험 데이터는 Jauregi et al. (1997)를 참

반응변수와 입력변수 모두 3개로 주어져 있는데, 이들

고하면 된다. 실험 데이터로부터 반응변수별

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예제풀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과

를 망목

와

가 2차 다항식 형태로 식 (7)-(12)와 같이 도출되
었다.

특성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윤색하여 활용하였다(정인
(7)
			

(8)

			

(9)
(10)
(11)
(12)

제안된 대화식 절차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할 때

값 이상이면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한 것으로

3단계에서 반응변수별 만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판정하였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효용함수가 정의되기가

이를 위하여 반응변수별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를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식 (13)-(15)와 같이 가정하였다. 여기서

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의사결정자(혹은

(

=1, 2, 3)는 반응변수별 효용함수를 나타내며, 효용함수

의사결정 집단)가 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의 값은

의 값에 의해 정해진다. 각각의 효용함수

연구를 토대로 만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값의 임계치(Threshold Value)는 0.7로 설정하여, 이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정자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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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위한 목적으로 효용함수와 임계치를 수리적인 형

			

태로 가정하였다.
,		

(13)

,		

(14)

.		

(15)

(19)
식 (19)를 푼 결과,
-0.977),

1단계에서는 반응변수별

를 도출하고 식 (6)의

Weighted Tchebycheff 모형에서
선 반응변수별

를 초기화한다. 우

는 식 (7)-(12)에 주어진

와

를 활용하여 (16)-(18)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

4.1. 라운드 시작 전 (1단계)

=1로 초기화하였다.
,

(16)

,

(17)

=

=(-0.564, -0.025,
=(4.488, 0.279, 26.479),

=(0.088, 0.049, 1.846),

=

=(0.270, 0.007, 15.803)로

도출되었다.
3단계에서는
를 기반으로

와 이로부터 도출된

,

,

를 평가한다. 앞서 식 (12) 아래 문단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도입된 식
(13)-(15)의 효용함수에 근거하여 효용함수 값이 임계
치 0.7 이상이면 만족,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으로 판정
한다. 효용함수 값을 구해본 결과

=

=(0.730, 0.252, 0.842)로 나타났다. 임계치를 통과한
과

(18)

는 만족스러우나,

는 불만족스럽다.

4단계에서는 긴축 또는 완화의 방법으로 가중치를
수정한다. 앞서 3.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만족한

4.2. 1라운드 (2~4단계)

반응변수가 소수이고 만족한 반응변수가 다수인 경우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또는 초기화된
와

=1를 가지고 식 (6)의 Weighted Tchebycheff 모

형을 만든다. 본 예제풀이에서는

를 2.2절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단히 0으로 설정하였다. 그
리고 약한 비지배적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에는 긴축이 유용하기 때문에
1에서 20으로 높였다. 참고로,

의 가중치

를

=20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된 수치이다.

들

의 합에 아주 작은 양의 값을 곱한 항을 추가하였

4.3. 2라운드 (2~4단계)

다. 입력변수

2단계에서는 앞서 1라운드의 4단계에서 수정된

의 제약범위는 표 1의 가장 우측에 있

다. 그 결과, 식 (19)와 같이 Weighted Tchebycheff

=20를 가지고 식 (19)를 식 (20)으로 수정하였다.

모형이 구축되었다. 식 (19)에서 목적함수의 우항, 즉
이 약한 비지배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추가된 항이다.
식 (20)을 푼 결과,
34

(20)
=(-0.424, -0.04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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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0.311, 26.446),

=(0.081, 0.048, 1.830),

=(4.677, 0.324, 26.446),

=(0.150, 0.004, 15.977)로 도출되었다.
3단계에서 효용함수 값은
로 나타났다. 2라운드에서도

=(0.111, 0.003, 16.072)로 도출되었다.

=(0.849, 0.612, 0.840)
과

는 만족스러우나,

는 효용함수 값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 0.612)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여기서

=(0.079, 0.048, 1.854),

=0.252

의 효용함수

3단계에서 효용함수 값은

=(0.889, 0.708, 0.839)

로 나타났다. 3라운드에서도 모든 반응변수의 효용함
수 값이 임계치인 0.7을 상회하므로 모두 만족스럽다.
따라서 현재의

를 최고절충해로 하여 절차를 종료한

값이 1라운드와 비교해서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을 확

다. 1~3라운드 동안의 중간 및 최종결과는 표 2에 정리

인할 수 있다(

되어 있다.

=0.842 → 0.840). 이는

가민

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의 가중치를 낮추는 완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
다.

의 가중치

드와 마찬가지로

는 1에서 0.5로 낮추었다. 1라운

5. 토의: 가중평균제곱오차로의 확장

=0.5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

된 수치이다.

평균제곱오차, 즉 MSE는 식 (3) 아래 문단에서 설명
하였듯이, 제곱편차와 분산으로 구성된다. MSE는 제

4.4. 3라운드 (2~4단계)

곱편차와 분산이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음을 전

2단계에서는 앞서 2라운드의 4단계에서 수정된

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품이나 공정의 개발 과
정에서는 제곱편차와 분산 간에도 서로 다른 가중치

=0.5를 가지고 식 (20)을 식 (21)로 수정하였다.

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품질설계의 목표가 평균과 표
준편차 중 하나에 더 큰 중요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평균이 더 중요하다면 제곱편차에 더 큰 가중치
가 부여되어야 하고, 표준편차가 더 중요하다면 분산에
(21)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력변
수의 제약범위 내에서 제곱편차와 분산이 가질 수 있

식 (21)을 푼 결과,

=(-0.362, -0.046, -0.938),

는 값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날 때에도 서로 다른 가중

<표 2> 예제풀이: 1~3라운드 동안의 중간 및 최종결과
Round

1

(1, 1, 1)

2

(1, 20, 1)

3

(-0.564, -0.025, -0.977) (4.488, 0.279, 26.479)

(0.088, 0.049, 1.846)

(-0.424, -0.041, -0.955)

(4.621, 0.311, 26.446)

(0.081, 0.048, 1.830)

(1, 20, 0.5) (-0.362, -0.046, -0.938) (4.677, 0.324, 26.446)

(0.079, 0.048, 1.854)

(0.270, 0.007, 15.803)
(0.730, 0.252, 0.842)
(0.150, 0.004, 15.977)
(0.850, 0.612, 0.840)
(0.111, 0.003, 16.072)
(0.889, 0.708, 0.839)

* 밑줄은 해당 반응변수가 불만족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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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부여되어야 한다(Ding et al. 2004; Lin and Tu

에는

1995; Jeong et al. 2005). 제곱편차와 분산 간에 서로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평균제곱오차(Weighted

로 Ding et al. (2004), Jeong et al. (2005), Jeong et

MSE, WMSE)는 식 (22)와 같이 정의된다. 식 (22)에서

al. (2010), Lee and Kim (2012) 등이 있다.

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도 정확히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연구

는 번째 반응변수의 가중평균제곱오차를 나
타내고,

와

는 제곱편차와 분산에 대한 가중

치를 각각 나타낸다
는

. 여기서

=0.5이면,

6. 결론

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반응표면 최적화를 위해 단변
		
(22)

					

량 손실함수법을 적용할 때 MSE의 가중치를 효과적
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대화식 절차를 제안하였다. 단
변량 손실함수법은 반응변수별 MSE를 크게 가중합

다중반응표면 최적화 문제에서 단변량 손실함수

방법과 Weighted Tchebycheff 방법으로 집계한다.

를 적용할 수

이 과정에서 MSE별 가중치를 정해야 한다. 본 논문은

있다(식 (23)).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

Weighted Tchebycheff 방법에서 대화식 절차를 활용

되었다(정인준·조현우 2013; 정인준 2015a; 정인준

한 가중치 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처

2015b).

의 경우와

음에는 가중치를 초기화(모든 가중치를 1로 설정)한

집계 방법으로 가중합 방법과

후 Weighted Tchebycheff 모형을 푼다. 의사결정자

Weighted Tchebycheff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만족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모

를 적용할 때에도 가중합 방법과 Weighted

든 반응변수에 대하여 만족한다면 제안된 절차는 종

Tchebycheff 방법에서 가중치를 결정할 때 제안된 대

료되고 이때 입력변수의 최적해는 최고절충해가 된다.

화식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불만족한 반응변수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

법을 적용할 때

대신

를 적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 위하여 가중치를 수정한다. 가중치의 수정은 긴축
		
(23)

과 완화 등 2가지 방법으로 한다. 수정된 가중치를 가
지고 다시 Weighted Tchebycheff 모형을 풀고, 의사
결정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만족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다중반응표면 최적화 문제에
할 때 제곱편차와 분산에 대한 가중치인
간의 가중치인

를 적용

이러한 과정은 모든 반응변수가 만족할 때까지(정확히
는, 의사결정자의 선호도 관점에서 잘 절충될 때까지)

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복한다. 제안된 방법은 의사결정자가 MSE 간의 트

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것

레이드오프를 파악한 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즉 가

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치를 수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중치

만약 가능하다면

를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 효과를

를 적용하지 않고

를

적용하여도 된다. 그렇지 않고 불가능하다면, 제곱편차
와 분산 간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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