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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process variations have direct influence on yield rate in process industry,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process variations that occur accidentally. In process 

industry, quality variation due to the activities of process improvement and maintenance 

and chance effect such as change of work environment and difference in staffs’ 

craftsmanship are mixed with each other,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tually detect 

minute process variations. In this study, objective and rational methods of detection that 

can detect minute process variations in process industry were designed referring to 

various methodologies of process management, and they were verified through similar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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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정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공정 리 방법은 크게 통계  공정 리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 공학  공정 리 (Engineering Process Control: EPC) 

 통합공정 리(Integrated Process Control: IPC)로 구분하고 있다. 

SPC는 부품산업 등에서 공정변동의 근원이 되는 이상원인(Special Cause)을 탐지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공정산포를 이는 것이 주목 이다. EPC는 정 한 가공을 요하는 화학산업

이나 장치산업 등에서 공정을 조 하기 해 이용된다. 부분의 장치산업 공정에서 측값 

간에는 상 계가 높고, 어떠한 조정도 없는 경우 공정수 이 목표값으로 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공정에서는 경향의 원인을 내재하는 잡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일반 으

로 피드백 콘트롤러(Feedback Controller)를 사용하여 공정수 이 목표값에 가깝게 유지하

도록 하는 수정 (Adjustment)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공정수정을 통한 공정 리 차를 

EPC라고 한다. 이런 연구는 Kwon et al.(2005) 공정변수의 산포발생에 따른 노이즈(잡음요

소)가 최종산출물의 결과와 공정변수에 향을 미치게 되어 공정변수의 변동을 고려한 최

조합을 찾는 방법 연구이다. Pan et al.(2003)과 Park et al.(2008))은 EPC와 SPC를 병행하

여 공정 진행 에 주기 으로 공정변수를 수정하면서 이상원인의 발생을 동시에 탐지함으

로써 리효과를 증 시키는 방법에 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장치산업의 경우 공정개선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공정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공정변동이 품질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조사가 필요하나 장비의 진 인 노화, 노이즈 등으로 인해 공

정변동을 탐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정변수 변동에 따른 공정변수 조

합 최 화 방법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정 리 

방법론을 참고하여 장치산업에서의 공정변동을 탐지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유사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2.1 통계  공정 리(SPC)

SPC는 통계  특성을 이용하여  공정에서 제조한 제품들이 그 분포 패턴을 벗어날 경우, 

즉 이상 원인으로 인한 변동이 생길 경우 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수단이다. 우연 원인으로 인한 변동만 있을 경우, 그 공정은 통계  리 상태에 있다고 표

하며, 공정 개선은 우연 원인의 변동을 이기 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SPC는 리

도를 이용하여 공정변동을 리하며 슈하트 리도, EWMA 리도, 합(CUSUM) 리도 

등이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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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학  공정 리(EPC)

EPC는 조정 가능한 입력(input)변수를 최 으로 설정하여 공정의 출력값을 목표치에 가능

한 한 가깝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공정조정의 방법에는 feed-back control, 

feed-forward control 등이 있다. feed-back system에는 입력변수의 값이 공정의 한 단  

시간에만 향을 미치는 단반응 시스템(responsive system)과 출력변수의 여러 시간에 걸쳐 

향을 미치는 동  시스템(dynamic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 인 EPC 이론으로 

자기회귀모형에서 변수 는 이  측값 에 직 으로 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일계 

이동평균 모형식으로 표 할 수 있다. 

   

일계 이동평균모형에서 와   간의 상 계는  이고 다른 모든 lag에서 0

값을 가진다. 그러나 에서의 상 구조는 하나의 시간기간을 뒤로 늘린 것이다. 자기회귀의 

통합과 이동평균기간을 포함하는 일계 혼합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이 모형은 화학산업에서 자주 사용되어 진다. 화학과 공정산업에서 일계자기회귀 패턴을 갖

는 고정의 품질특성들은 일반 인 형태들이다. 랜덤하거나 상 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오차가 있는 품질특성들은 경험에 의해 측정된다. 

2.3 비동질성 검정방법

2.3.1 이 상 회귀모형

이 상 회귀모형은 시계열자료에서 변곡 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시계열 내 변곡  T를 

기 으로 시계열  를 다음과 같이 두개의 단순회귀모형으로 표 한 이 상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시계열 내 불연속의 치를 확인하고 변화의 통계  유의성을 F검정을 통해 확인

하는 방법이다(Solow(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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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Vincent의 비동질성 검정

Vincent(2002)는 비동질성의 크기가 우연 변동과 같거나 작을 때 비동질성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동질성 검증 상의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인 인 요인

으로 발생한 바이어스가 시계열에 반 되어 있지 않은 동질한 시계열인 기 시계열

(reference series)를 이용하여 동질성 검증 상과 비교하는 상 인 비동질성 검정방법을 

제안하 고 상 인 비동질성 검정방법은 기 시계열과 검증하려는 시계열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① 동질성 검증 상 선정  데이터 수집:  동질성 검증 상 자료와 이와 유사한 특정을 

가진 자료를 수집한다. 

② 기  자료 선정: 검증 상 자료에 한 기술통계량  상 분석을 수행하고 상 성이 

높은 5개의 기  자료를 선정한다. 

③ FD 시계열 생성: 선정된 기  자료 시계열에 해 다음 측값( 1tT )에서 재 측값

( tT )을 뺀 시계열(FD)을 생성한다. 

tti TTFD  1

④ 단일 시계열 생성: 5개 기 자료의 FD 시계열을 상으로 시간 별 최소값과 최 값

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값의 평균을 산정한다. 이때 시계열의 마지막 연도의 값은 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 상 자료의 평균값을 입하고 다음의 식 형식으로 시계열을 

변환한다.

itt FDTT  1

⑤ 기 시계열 산출: 시계열 평균값에 한 아노말리로 환하여 기 시계열을 산출한다. 

Easterling 등(1994)의 방법은 검증 상 자료의 시계열과 상 계가 높은 5개의 기 자료를 

선정하여 기 시계열을 생산한다는 에서 객 이라 할 수 있다. 한 단일 기 자료가 

아닌 5개 기 자료의 시계열  비동질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극 값을 제거하여 

보다 동질한 기 시계열을 산정하는 장 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장치산업에서의 미세한 공정변동을 탐지하여 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

을 설계하는 것이다. 장치산업에서 설비효율은 부품교체,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으로 유지되거나 격하게 변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효율이 격하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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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 을 탐지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상  공정변동 탐지 방

법을 제안한다. 

3.2 연구 차

장치산업에서 공정의 이상변동을 탐지하기 해 측정환경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

료의 변동을 제거하고 가능한 공정 자체의 변동만을 반 한 시계열을 생산하기 해 자료수

집→자료탐색→유사성평가→기 시계열생성→공정변동탐지와 같은 차에 따라 수행한다. 

3.2.1 자료수집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먼  평가 상 공정 는 라인을 선정하고 이에 한 자료를 수집한

다. 다음으로 평가 상 자료와 유사하다고 단되는 비교 상 공정 는 라인에 한 측정

자료를 수집한다. 

3.2.2 자료탐색

자료탐색은 수집된 측정자료의 특성과 품질을 악하고 분석을 한 자료를 비하는 단계

로 데이터 탐색, 데이터 품질  데이터 비 등 세가지 세부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 

탐색은 수집된 데이터에 한 간단한 기술통계, 그래  등을 이용하여 기 인 분포와 일

반 인 특성을 악한다. 데이터 품질은 각종 품질 검 기법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에 사용

될 수 있는 데이터들에 한 품질을 악한다. 데이터 비는 실제 통계분석에 사용될 데이

터를 선택, 정제, 생변수 생성  데이터 통합 단계를 거쳐 최종 으로 통계분석을 한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3.2.3 유사성 평가

유사성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상자료와 비교 상자료들 간의 상 분석을 수행하여 비교

상자료를 확정하고 비교 상 자료에 한 가 치를 결정한다. 

상 분석은 피어슨의 률상 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

하며, 비동질성의 효과를 피하기 해 1차 차분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다. 

상 분석 결과를 토 로 비교 상자료 선정에 한 합성을 평가하고 비교 상 자료들  

평가 상자료와 낮은 상 계를 보이는 자료를 제외함으로써 최종 비교 상자료를 확정한다. 

가 치 산정은 비교 상자료와 평가 상자료 간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한다. 

3.2.4 기 시계열 산정

기 시계열 산정 단계에서는 비교 상자료의 가 치를 이용하여 기  시계열 자료와 아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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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Anomaly)를 산정한다. 

평가 상자료의 기 시계열은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에서 는 비교자료 의 가

치이고 는 비교자료 의 표 화된 측정치이다. 


 



 × (1)

아노말리시계열 산정은 평가 상자료를 표 화한 값에서 기 시계열자료를 표 화한 값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한다(표 화 측정치-표 화 기 시계열). 

3.2.5 공정변동 탐지

공정변동 탐지 단계에서는 구간별 검정통계량을 계산하고 검정통계량이 최 이면서 기 통

계량보다 높은 지 (일자)을 탐지한다. 

공정변동이 없으며 측정값이 ⋯인 개의 아노말리시계열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하자. 만약 시 에서 공정변동이 발생했다면 시  이 의 분포는 분포를 따르고 이후

부터는 와 다른 분포를 따르게 될 것이다( ≠ ). 특정시  에서 공정변동이 발생

되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울수 있다. 

  ∼     ⋯ 

                          ∼      ⋯        ⋯ 

여기에서 는 각 분포에 한 미지의 모수이다. 

의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은 측값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측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평균변화 탐지를 해 Student t-test를 용하고(Hawkins 등(2003)), 변동의 변화

를 탐지하기 해 F-test를 수행한다.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모수  검정

방법으로 치변화 탐지를 해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며, Scale 변화를 탐지하기 

해 Mood test를 사용한다(Ross 등(2011)). 

선정된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통계량 을 계산하며 임계값 보다 크면 변동이 발생했

다고 할 수 있다. 변동 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분리하여 을 

계산하고 최 값을 구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2)와 같다. 

  max
∙         (2)

따라서 변동  추정( )은 을 최 로하는 시 으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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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 max ∙ (3)

두 표본에 한 검정방법을 확장하여 새로운 측정값을 수집할 때마다 변동 을 탐지함으로

써 공정변동을 최 한 빨리 탐지할 수 있다.  

4.  공정자료 분석

4.1 자료 소개

본 연구에서 설계한 공정변동 탐지 방법에 한 정확성  활용성을 평가하기 해 A기업

의 생산라인1(Line1)을 평가 상으로 선정하 다. 생산라인1의 공정변동을 평가하기 해 동

일한 네 개의 생산라인을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일생산량를 가동시간으로 나  시간당 생산량이다.

4.2 자료 탐색

생산라인별 수집된 자료에 한 특성을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량과 상자도표를 산출하 으며 

결과는 <표 1>  <그림 1>과 같다. 데이터 품질검토는 이상치와 결측치를 확인하 으며 특이

을 발견하지 못하 다. 

<표 1> 생산라인별 기술통계량

N Mean Med SD CV

Line1 365 33.1 33.0 9.9 0.3

Line2 365 32.6 32.3 9.1 0.3

Line3 365 31.6 31.7 10.3 0.3

Line4 365 34.7 34.4 9.4 0.3

Line5 365 34.4 35.4 10.3 0.3

<그림 1> 생산라인별 상자도표



280 / 장치산업에서 공정개선을 한 공정변동 탐지에 한 연구

<그림 2> 생산라인간 산 도  상 계수

4.3 유사성 평가

평가 상인 생산라인1과 특성이 유사한 네 개의 다른 생산라인들(비교 상 생산라인)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해 피어슨의 률상 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은 자료의 비동질성 

효과를 피하기 해 1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체 자료에 한 산 도  상 계수와 

기간별 롤링 상 계수를 산출하 다. 

체 자료에 한 상 분석 결과 <그림2>와 같이 생산라인1과 참조 생산라인들 간의 상

계수가 0.68 이상으로 반 으로 높은 상 계를 보 으며, 특히 생산라인2와의 상 계수

가 0.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생산라인1에 한 롤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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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롤링 상 계수를 산정하 으며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시간 에 상 계수가 격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생산라인에 발생된 사건에 따라 일시 으로 상 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비교 상 생산라인 4개 모두 생산라인1과 높은 상 계를 보여 

합하다고 단하 다. 기 시계열을 생산하기 한 가 치는 시간에 따라 상 계수가 다

르기 때문에 롤링상 계수를 이용하여 가 치를 산정하 다. 

4.4 기 시계열 산정

생산라인1을 평가하기 해 생산라인1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생산라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

 시계열 자료와 아노말리(Anomaly) 시계열 자료를 산정하 다. 생산라인1의 기 시계열

은 (2)로 계산하 으며, 여기서 는 생산라인 의 가 치이고 는 생산라인 의 표 화

된 측정치이다. 

<그림 4>에서 Line1은 생산라인1의 표 화 생산량이고(상), Rline은 표 화 기 시계열 데

이터를 나타내며( ), Anomaly는 표 화 아노말리(하)의 산정 결과이다. 

<그림 4> 생산라인1, 기 시계열  아노말리 시계열 그래

4.5 공정변동 탐지

공정변동을 탐지하기 한 검정방법을 결정하기 해 아노말리에 한 정규성 검정을 실시

하 다. <그림 5>은 아노말리에 한 히스토그램과 Q-Q Plot을 나타내고 있다. 정규성 검

정은 Shapiro-test를 수행하 으며 W검정통계량은 0.993으로 유의수  0.01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으며, 유의수  0.01은 미세한 공정변화를 탐지하기 해 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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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value: 0.068). 그리고  정규성 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변동 

감지를 한 검정방법으로 치변화 탐지를 해 Mann-Whitney test와 Scale 변화를 탐지

하기 해 Mood test를 수행하 다. 

 

<그림 5> 아노말리에 한 히스토그램  Q-Q Plot

<그림 6> Mann-Whitney test 결과

공정에 한 치변화를 탐지하기 한 Mann-Whitney test 결과 2010년 11월 2일에 공정

변동이 탐지되었다 <그림 6>. 이 때의 검정통계량 는 4.23으로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공정변동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의 오른쪽에 있는 검정통계량 그래

에서 선은 유의수  0.01에 한 임계값을 나타낸다.

공정에 한 Scale 변화를 탐지하기 해 Mood test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최

 검정통계량 는 2.67로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Scale 변화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생산라인1의 Scale은 다른 생산라인들과 변동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주 / 283

<그림 7> Mood test 결과

<그림 8> Mann-Whitney test를 통한 공정변동 탐지

생산라인의 이상 변동을 최 한 빨리 탐지하기 해서 새로운 자료가 수집되고 있음을 가정

하고 동일한 Mann-Whitney test를 수행하 으며 결과는 <그림 8>, <그림 9>와 같다. <그

림 8>과 <그림 9>에서 선은 공정변동일을 나타내며 선은 탐지일을 나타낸다. 즉 변

동이 발생된 이후 약 49일 후에 변동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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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ann-Whitney test를 통한 EWMA

5. 결론

장치산업에서 공정의 변동을 악하는 것은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요하며 이를 

악하기 해서는 장기간의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치산업의 경우 공

정개선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치를 수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정 리 방법론을 참고하여 장치산업에서의 미세한 공정변동을 탐지

할 수 있는 객 이고 합리 인 탐지방법을 설계하고 유사 사례를 통해 검증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라인의 변동을 탐지하기 해 유사한 생

산라인을 선정하고 기 시계열을 통한 아노말리를 분석하는 상  탐지방법을 사용하 다. 

둘째, 기 시계열을 생성하는데 있어 시간 별 높은 상 계를 보이는 생산라인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기 시계열 생산의 객 성을 높 다. 셋째, 아노말리에 한 동질성 검

정을 통해 공정변동 시 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자료가 순차 으로 수집됨을 고려하여 공

정변동을 탐지할 수 있는 시 을 추정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공정변동 탐지 체계는 장

치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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