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Soc. Korea Ind. Syst. Eng Vol. 43, No. 4 : 208-216, December 2020 ISSN : 2005-0461(print)
https://doi.org/10.11627/jkise.2020.43.4.208 ISSN : 2287-7975(online)

Tool Lifecycle Optimization using -Asymmetric 
Support Vector Regression 

Dongju Lee†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VR을 이용한 공구라이프사이클 최적화

이 동 주†

공주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With the spread of smart manufacturing, one of the key topic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anufacturing systems are 
moving beyond automation to smartiz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in the existing automatic machining, a number 
of machining defects and non-processing occur due to tool damage or severe wear, resulting in a decrease in productivity and 
an increase in quality defect ra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easure and predict tool life. In this paper, -ASVR (-Asymmetric 
Support Vector Regression), which considers the asymmetry of -tube and the asymmetry of penalties for data out of -tube, 
was proposed and applied to the tool wear prediction problem. In the case of tool wear, if the predicted value of the tool wear 
amount is smaller than the actual value (under-estimation), product failure may occur due to tool damage or wea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SVR is suitable because it is necessary to overestimate. It is shown that even when adjusting the asymmetry 
of -tube and the asymmetry of penalties for data out of -tube, the ratio of the number of data belonging to -tube can be 
adjusted with .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compare the accuracy of various kernel functions such as linear, polynomial. 
RBF (radialbasis function), sigmoid, The best result isthe use of the RBF kernel in al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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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은 설비
의 고장 진단[3], 스마트홈[5],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곳
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제조가 확산됨에 따라 제
조시스템은 자동화를 넘어 머신러닝을 활용한 스마트화
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자동가공에서는 공구파
손이나 심한 마모로 인해 가공불량, 미가공이 다수 발생
하여 생산성이 감소되고, 품질불량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구수명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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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수명은 광학적 측정, 마멸면 화상 인식, 전기저항
변화 및 센서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절삭력, 동력, 음향, 절삭온도 측정, 가

공물의 표면 거칠기 등을 통해 공구마모를 측정할 수 있
다. 공구마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구인자로는 절삭공구재
료, 공구 형상 등이 있고, 가공인자로는 절삭속도, 절삭
깊이, 이송속도 등이 있고, 가공물 관련인자로는 가공물
경도, 열전달 계수 등이 있다[7]. 
공구마모를 예측하기 위해 공구수명식이 사용되었는

데, 공구수명식은 다양한 환경변수에 따른 공구수명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Taylor[12]가 제안한 공구수
명식은 다음과 같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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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는 절삭속도, T는 공구수명, n은 공구재료에 의한
상수, C는 공구를 통한 작업에 의해 생성되는 상수이다.

Kong[7]은 정상상태 공구마모영역 내에서는 공구마모
와 가공시간은 1차함수와 유사하다는데 착안하여 다음
의 수정된 공구수명식을 제안하였다.

T
 




여기서    는 실험조건에 따라 구해야 하는 파라미
터들이며, w는 공구마모량이다. 실험에서 Taylor의 공구
수명식은 오차율이 20~34% 정도인데 반해 제안한 공구
수명식은 2.2~3.3%의 오차율을 보였다. 한편 Kang[4]은
다음의 수명식을 제안하였다.

v  

여기서 는 절삭깊이, 는 이송속도를 의미한다.
Özel and Karpat[9]는 공구마모로 플랭크마모를 예측

하기 위한 식으로 다음 식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는 작업물 경도(workpiece hardness), 는 이송
률(feed rate), 는 절삭속도(cutting speed), 는 공구의
선단반경(edge radius of the CBN(Cubic Boron Nitride) 
tool(m)), 는 CBN의 함유백분률(CBN content in per-
centage volume), 은 축방향 절삭길이(cutting length in 
axial direction(mm))이다. 위 식은 로그함수를 취하면 다
중선형회귀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조현장에서는 공구수명식을 이용하거나 경험에 의해

가공횟수나 가공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마모가 심해지거
나 파손되기 전에 미리 공구를 교체하는 예방보전(preven-
tive maintenance)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정해진 횟수나
가공시간은 정확하지 않기에 공구마모가 심해지기 전에
교체된다거나 혹은 이전에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센서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이 각광을 받고 있다. 센서들로부터 오는 데
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공구파손을 예측하고 사
전에 조치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다. Wu et al. 
[13]은 공구마모에 대한 예측을 위해 Random Forest,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등의 다양한 기계학습기법(Machine Learning)을 적용하
였다. Xu et al.[14]은 대량생산하는 경우 공구파손 예측
하기 위해 SVR에 기초한 ICSSVM(An incremental cost- 
sensitive support vector machine) 이라는 기법을 제안하
였다. 이들은 생산 초기에는 공구파손에 대한 자료가 부족

하므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구파손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생성하여 예측에 활용하였다. Kong[6]은 공구
마모 예측에 GPR(Gaussian Process Regression이라는 해
법을 적용하고, 기존의 ANN, SVM과 비교하고 정확도
면에서 GPR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들
은 노이즈가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이즈를 제
거하는 기법을 함께 제안하였다. Pandiyan et al.[10]은 유
연한 연마벨트를 이용한 연삭공정에서 실시간으로 공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SVR과 GA(Genetic Alogorithm)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GA를 이용하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징(feature)을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구수명예측을 위해 기계학습기법 중

하나인 SVR을 적용하고자 한다. SVR은 실제값과 예측값
의 차이가 설정된 오차값() 이내라면 벌점을 부가하지 않
고 이를 벗어나면 차이 나는 거리에 비례하여 벌점을 부가
하는 기법이다[1]. 기존의 SVR은 예측값이 실제값 보다
크든 작든 간에 차이 나는 거리에만 비례하여 벌점을 부가
하는 대칭적인 방법이다. Lee and Choi[8]는 SVR에 벌점을 
받지않는오차값이내인 -tube의비대칭성과 -tube를벗어
나는 데이터들에 대한 벌점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GSVQR 
(Generalized Support Quantile Regression)을 제안하였다. 

Schölkopf et al.[11]은 -SVR을 제안하였는데, -tube 
이내에 들어오는 데이터 수의 비율을 로 조절할 수 있다. 
Huang et al.[2]은 -tube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에 대한 벌
점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비대칭적 -SVR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Lee and Choi[6]처럼 -tube의 비대칭성과
-tube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에 대한 벌점의 비대칭성을 고
려하는 것을 -SVR에 적용한 -ASVR(-Asymmetric Sup-
port Vector Regression)을 제안하고 공구마모 예측 문제에 
적용하였다. 공구마모의 경우에는 공구마모량의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작으면(과소예측), 공구파손이나 마모로 인해 
제품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대예측하는 것
이 필요하기에 -ASVR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ube의 비대칭성과 -tube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에 대한
벌점의 비대칭성을 조절하는 경우에도 로 -tube 이내
에 들어오는 데이터 수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기존의 -SVR과 비대칭적 -SVR

ν-SVR의 수학모형은 P1과 같다. 

P  min  
 ‖‖



  



   
    

    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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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은 데이터이며 는

-둔감함수로 아래와 같다. 

 




     
   
  

Schölkopf et al.[11]는 P1문제의 최적해는 다음을 만족한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 

여기서  는 가 참이면 1 아니면 0인 지시함수(indi-
cator function)이다. 즉, 제약식은 전체 데이터수가 n개일
때 데이터의 일정비율() 이상이 -둔감함수 이내
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비대칭적 -SVR[2]의 -둔감함수(

)는 다음과 같다.


 




    




   




   

이때의 수학모형은 P2와 같다.

P   min , 

‖‖



  



 
  

    


       s.t.  ≤ 

 ≤


  
 ≥

여기서 ϕ는 선형추정이 불가능한 현재 공간의 분포
를 선형추정이 가능하도록 한 차원 높은 공간으로 변환
하기 위해 →ϕ로 설정한 것이다.

3. 제안하는 -ASVR

비대칭적 -SVR[2]의 -둔감함수(
)에서는 좌우 손

실값의 비대칭성은 를 이용하여 고려하였지만, 좌우폭의
비대칭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tube의 좌
우폭의 비대칭성을 위한 과 좌우 손실값의 비대칭성을

위한 를 이용하여 손실함수를 제안하였다. 오차의 좌우
폭을 2라고 할 때의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다.



 






   ≤≤




  

 


     

-둔감함수에서 로 입력되는 값이   이므

로 


 ≤ 이다. 




   ≤ 

  ≤ 

동일한 방법으로




 ≤ 






  ≤ 



  ≤ 


그러므로 제안하는 손실함수 

에 적합한 -ASVR
의 원문제는 P3로 나타낼 수 있다. 

P  min , 
 ‖‖



  






   


   subject to   ≤ 

 ≤


  
 ≥

P를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  

 ‖‖



  






           
  



 
 


  




 


 

  




  








 
  

는 라그랑주 승수(Lagrangian multiplier)로 비
음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적해가 되기 위해서는 1차 필요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즉, L을 편미분하여 0으로 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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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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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식 (3)에 의해


  



 
  






식 (2)에서 ≥ 이므로


  




 ≤ 

양변에 를 곱해주고,    , 
  

로 두면


  



 
 ≤ 

이다. 

또한, 식 (4)와 식 (5)를 이용하면, ≤  ≤


  ≤ 



≤


 ∀  ⋯ 이다. 

식 (1)~식 (5)를 이용하여 P3를 라그랑주 쌍대 문제
(DL)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L  min  


 



 
  


      



          
  






      s.t    
  



 
  


  



 
 ≤ 

≤ ≤


 ∀ ⋯ 

≤
 ≤


 ∀  ⋯ 

이때  는 커널(kernel)로 변환 함수()끼리 스
칼라곱인  ≔ 

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DL을 풀어  
의 최적해를 구한다. 이후 편의항 와 

두께 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므로 이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인 i를 찾는다. 이 데이터 i는 상한의 경계

(support vector)에 있는 데이터이므로 식 (6)을 만족한다.


 




            (6)

또한,   
 


인 i를 찾는다. 이 데이터 i는 하

한의 경계(support vector)에 있는 데이터이므로 식 (7)을
만족한다.

 
 




    (7)

식 (6)과 식 (7)을 이용하여  를 구할 수 있다.
Huang et al.[2]은 비대칭적 -SVR에서 -tube에 속하

는 데이터의 개수를 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매
개변수 에 의해 -tube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비대칭적
인 개수가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제시한 P3도 데이터의 개수를 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에 의해 -tube의 비대칭 폭이 결정
되며 에 의해 -tube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비대칭적인
개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Huang et al.[2]과 동일한 절
차로 증명하면 다음과 같다.

Proposition 1. P3의 최적해는 다음을 만족한다.  


  



   ≤ 


  



   ≤ 

증명) ≥ 이므로 식 (2)는


  




 ≥ 


  



 
  




 ≥


  



 ≤ 



그러므로,


  



 
  




 ≤ 

               (8)

-tube를 위로 벗어나는 데이터들은  

 이며  이다. 상보여유정리에 의해,  

이면  이다. 식 (4)에 의해 


 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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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요약하면 -tube를 위로 벗어나는 데이터들은  




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다. 그러므로, -tube

를 위로 벗어나는 데이터들의 수가 보다 많다면


  



  


 



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식 (8)을 위반한다.
그러므로 식 (9)는 성립한다.


  



   ≤        (9)

-tube를 아래로 벗어나는 데이터들은    


 이며 
 이다. 상보여유정리에

의해, 
  이면 

 이다. 식 (4)에의해 




 

이므로 
 


이다. 

다시 요약하면 -tube를 아래로 벗어나는 데이터들은 
 




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다. 그러므로, 

-tube를 아래로 벗어나는 데이터들의 수가 보
다 많다면


  




  


 



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식 (8)을 위반한다.
그러므로 식 (10)은 성립한다.


  



    ≤    (10)

식 (9)와 식 (10)에 의해 식 (11)은 성립한다.


  



 ∈ 
      (11)

         ≥ 

식 (11)은 ≤ ≤ 로 -tube에 속하는 데이터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이때 은 수학모형 P3에서 의사결
정변수로 구해야 하는 값이며, 은 조절 가능한 변수로
-tube의 폭의 비대칭성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0.3이라면 전체 데이터의 70% 이상이 -tube내에 존재
한다. 또한,  이라면 -tube의 전체 폭이 2일 때
아래쪽으로는 1.9, 위쪽으로는 0.1의 비대칭적인 폭을
가지는 -tube가 된다. 그러므로, 수학모형 P3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tube내에 데이터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과 -tube를 구하는 모형이다.

4. 실  험

본 연구에서는 3축 고속 CNC 기계(Röders Tech RFM 
760)가 사용되었다. 공구로는 밀링 커터가 사용되었으며, 
가공 후 공구마모를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13]. CNC 
기계의 테이블에 장착된 고정식 동력계(stationary dynamo-
meter)를 사용하여 x,y,z축의 절삭력(cutting force)이 측정
되었다. 또한, 공작물에 장착된 3개의 압전 가속도계(piezo 
accelerometers)로 x,y,z축의 진동이 측정되었다. 공작물에
장착된 음향방출센서(accoustic emission sensor)로 고주파
진동이 모니터링 되었다. 각 절단 테스트 후공구마모값은 
현미경(Leica MZ12)을 사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측정되었다.
한 번 가공할 때마다 x차원에서의 힘, y차원에서의 힘, 

z차원에서의 힘, x차원에서의 진동, y차원에서의 진동, z차
원에서의 진동,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의 7개의 신호
채널(signal channel)로 부터의 값들이 10,000번 이상(50kHz/ 
channel) 측정된다. 945번의 가공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가공 후에 공구의 마모상태를 3군데(flute 1, flute 2, flute 
3)에서 측정되었다. 이때 가공되는 소재는 스테인레스 강
(Stainless Steel)이며, 주축의 속도는 10,400rpm, 투입률
(feed rate)은 1,555mm/min, Y축으로의 깊이는 0.125mm이
며, z축으로의 깊이는 0.2mm이다. 7개의 신호채널로부터
4개의 변수들이 각각 추출되어 총 28개의 변수들이 사용
되었는데 <Table 1>과 같다. 

<Table 1> Extracted Features for Each Channel

Channels Extracted features

Cutting forces for x, y, z dimensions Max,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Vibration for x, y, z dimensions

총 데이터의 70%는 훈련데이터(training data)로 30%는
검증데이터(Validation data)로 사용하였다. 공구의 마모값
MAX(flute 1, flute 2, flute 3 중에서 최대마모값)를 반응변
수로 고려하였다.
고려하는 커널함수(kernel function)와 파일롯 실험을 통

해 구한 커널 별 최적 매개변수 값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on for Used Kernels and Used Para-

meters

kernel formula parameters Used Parameters

linear  -   

polynomial   


  
     

     

RBF exp(   )       

sigmoid ta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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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curacy Results for Tool Wear by Kernel,  

  Kernel 
Accuracy

RMSE MAE MAPE

0

0.1

Linear 20.178 25.834 23.329 21.871
Polynomial 5.261 9.992 8.196 7.196

RBF 3.230 7.855 6.355 6.054
Sigmoid 22.108 30.150 28.205 26.825

0.5

Linear 20.172 25.827 23.320 21.864
Polynomial 5.254 9.986 8.188 7.187

RBF 3.230 7.855 6.355 6.054
Sigmoid 22.109 30.155 28.211 26.832

0.9

Linear 20.173 25.827 23.320 21.864
Polynomial 5.259 9.989 8.192 7.192

RBF 3.230 7.855 6.355 6.054
Sigmoid 22.112 30.160 28.216 26.838

0.5

0.1

Linear 20.177 17.278 13.838 12.901
Polynomial 5.261 8.089 5.930 5.092

RBF 3.230 6.779 4.976 4.763
Sigmoid 22.104 20.185 17.269 16.440

0.5

Linear 20.172 17.271 13.831 12.895
Polynomial 5.254 8.086 5.927 5.089

RBF 3.230 6.779 4.976 4.763
Sigmoid 22.109 20.194 17.281 16.454

0.9

Linear 20.173 17.273 13.833 12.897
Polynomial 5.259 8.087 5.928 5.090

RBF 3.230 6.779 4.976 4.763
Sigmoid 22.111 20.197 17.284 16.458

1

0.1

Linear 20.179 11.538 9.533 9.042
Polynomial 5.261 6.697 4.745 4.070

RBF 3.230 5.953 3.993 3.862
Sigmoid 22.104 12.274 9.546 9.098

0.5

Linear 20.173 11.539 9.537 9.045
Polynomial 5.254 6.698 4.746 4.070

RBF 3.230 5.953 3.993 3.862
Sigmoid 22.112 12.277 9.547 9.100

0.9

Linear 20.173 11.539 9.537 9.045
Polynomial 5.258 6.696 4.745 4.069

RBF 3.230 5.953 3.993 3.862
Sigmoid 22.111 12.276 9.547 9.100

제안한 -ASVR은 Cichosz[1]가 R로 작성한 SVR 코드
를 수정하여 구현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매개변수   는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과대예측을 위해  = 0, 0.5, 1로 설정하였다. 0 ≤  
< 1이면 -tube의 아래쪽 tube에 많은 데이터가 속하게
하는 것이고, 1 <  ≤ 2인 경우에는 -tube의 위쪽
tube에 많은 데이터를 속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 0.1, 0.5, 0.9로 설정하

였다.  = 0.5이면 -tube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은 위나
아래를 벗어나는 것에는 무관하게 거리에만 비례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0 ≤  < 0.5인 경우에는 -tube의 위
쪽으로 벗어나면 많은 벌점을 부여하며, 0.5 <  < 1인
경우에는 -tube의 아래쪽으로 벗어나면 많은 벌점을 부
여한다. 

∙ = 0.3으로 설정하였다. 즉, 데이터의 70% 이상은 - 
tube 내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실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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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  = 0.5

(b)  = 1,  = 0.5

(c)  = 1,  = 0.1

<Figure 1> Results for Linear Kernel

(a)  = 0,  = 0.5

(b)  = 1,  = 0.5

(c)  = 1,  = 0.1

<Figure 2> Results for RBF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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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확도는 RMSE, MAE, MAPE로 이용하여 비교하였

다. RMSE 

∑  
  



, MAE 

∑  
 

 , 

MAPE ×

∑  
 

 
 
로 계산하였으며, n은 데

이터의 개수, 는 번째 데이터의 실제값, 는 번째

데이터의 예측값이다. 

∙커널에 따라 정확도를 비교해보면 모든 경우에 RBF 
커널을 이용한 예측이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Polynomial, Linear, Sigmoid의 순이다.

∙당연하게도,  = 1일 때인 -tube의 아래, 위 폭이 동
일한 경우의 결과가 모든 커널에 대해 가장 좋은 정확
도를 보여주었다.

∙의 값이 작을수록, 즉 -tube의 아래폭이 크고 위 폭
이 작을수록 정확도는 나빠졌다.

∙폭을 결정하는 은 RBF 커널이 가장 작았으며 다음으
로는 Polynomial, Linear, Sigmoid의 순으로 커졌다. 이
는 정확도의 결과와 동일한 순서이다.

∙ = 1,  = 0.5일 때는 Huang et al.[2]의 비대칭적 - 
SVR과 동일하다. 

∙은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는 정확도에 미
치는 영향이 작았다. 

선형 커널과 RBF의 결과에 대한 그래프가 <Figure 1>, 
<Figure 2>에 각각 주어져 있다. 가로축은 가공순서에 따
라 index를 부여한 것이고 세로축은 마모량을 의미한다. 
즉, 빨간 점은 실제 데이터()를 나타내며, 파란색 실선
은 예측값들을 실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총 945번의 가공
중 30%가 무작위로 추출되어 검증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선형 커널의 경우에 가로축은 단순히 순서를 의미하

므로 예측값은 직선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예측값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일부 지점
에서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가공할 때마다 x, y, z차원에서의 힘 x, y, z차원에서의 
진동, 음향방출에 대한 7개의 신호채널로부터의 값들이
10,000번 이상 측정되기에 <Table 1>에서 언급하였듯이
평균(mean), 중앙값(medi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최대값(max)만을 추출하여 공구마모량을 예측하는데 사용
하였다. 이 중 표준편차나 최대값이 가공순서가 증가하
여도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경우가 발

생하는데 이로 인해 예측값이 일부 구간에서는 소폭 감
소한다. 

<Figure 1(a)>와 <Figure 2(a)>를 보면  = 0일 때를 나
타내는데, -tube의 아래쪽 tube에 많은 데이터가 속하도록
비대칭적으로 -tube 설정한 것으로 파란색 실선이 빨간
색 점 보다 위에 위치한다. 이는 실제값보다 공구마모량을 
과대예측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목적대로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데 유리하다. <Figure 1(b)>, <Figure 1(c)>와
<Figure 2(b)>, <Figure 2(c)>에서는  = 1로 -tube의 아
래 위 폭이 동일한 중립적인 예측으로 파란색 실선이 빨간
색 점의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데 이는 공구마모
량을 과소예측하는 것으로 공구파손이나 가공불량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
한, 본 실험에서는 의 값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스마트제조가 산업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공구
수명식을 이용한 예측을 대신하여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구수명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기법 중 하나인
SVR을 이용하였는데 공구수명은 과소예측하는 것보다
는 과대예측하는 것이 품질불량감소와 공구파손으로 인
한 생산율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비선형
적인 SVR을 적용하였다. 특히 -tube의 폭의 비대칭성과
-tube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에 대한 벌점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ASVR을 제안하고 공구마모를 예측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또한, -tube의 비대칭성을조절하는 과 -tube를 벗

어나는 데이터들에 대한 벌점의 비대칭성을 조절하는 

를 이용하여 -tube의 아래 위 폭에 속하는 데이터 수의
비대칭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로 -tube 이내에 들어오
는 데이터 개수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ASVR은 과 를 이용하여

공구마모를 과대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
험의 예에서는 -tube의 폭의 비대칭성을 결정하는 이

벌금의 비대칭성을 결정하는 보다 과대예측의 정도와

정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미래의 연구과제로는 다른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공구마모를 과대예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ASVR
을 다른 데이터에도 적용하여 과 가 과대 혹은 과소

예측의 정도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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