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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관리도를 사용하여 공정평균, 공정산포 등 여러 가지 공정모수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모수의 미세 변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체계는 아직 미완이

다. 식스시그마 공정관리 등 정밀공정관리를 위해서는 미세 공정평균과 공정산포관리

가 전제되어야한다. 특히 높은 수준의 공정능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공정산포관리가

선결과제이다. 본 본문에서는 공정평균과 공정불량률, 공정산포의 미세변동을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체계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미세공정산포관리를 위한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CUSUM, EWMA, 미세변동 공정산포

1. 서 론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의 기원은 1931년 벨 연구소의 슈하르트(Dr. Walter

Shewhart)박사의 연구이다. SPC는 자연 변동으로부터 이상요인을 제거하여,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품질경영 활동으로서, 공정개선을 통해 SPC는 품질과 서비스 향

상을 이루고, 원가를 절감하여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오늘날 서양에

서도 필수적인 품질경영 활동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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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품질경영의 향상과 질 높은 수준의 제조공정을 위해 현 모든 기업에서는

SPC에서의 관리도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한 평균값을 나타내고, 공정의 산포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 산포 관리도란 공정의 산포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관

리도로 산포가 통계적 관리 상태를 벗어나고 있을 때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말

한다. 특히 반도체분야를 비롯한 화학공정과 초정밀가공 등의 신뢰성 확보를 핵심목표

로 하는 분야에서 미세변동에 대한 공정관리기술 확보의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세

변동 관리에 대한 관리도 기법이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써 요구되어지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공정평균과 공정불량률, 공정산포의 미세변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체계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미세공정산포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정 평균과 산포 관리 기술체계 연구동향

기존의 슈하르트 관리도만으로는 미세 공정의 변화를 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계적 측면에서 바라본 해결책으로는 누적합 관리도와 지수가중치이동평균

관리도를 말할 수 있다. 누적합 관리도와 지수가중치이동평균 관리도는 최소한의 샘플

링정보를 가지고 공정의 미세한 변화를 훌륭하게 찾아내는 장점이 있다. 지수가중치이

동평균 관리도는 “Roberts(1959)"에 의해 처음 소개한 관리도로서, 생산현장에서 공정

을 해석•관리하기 위한 통계적인 기법으로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지수가중치이

동평균 관리도의 의사결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포함하는 모든 이전의 지수가중평균

인 EWMA 통계량에 의존한다. 즉, 현재 시점의 관리통계량 값은 처음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일정한 가중치가 부여된 값이기 때문에 공정모수의 작은 변화도 쉽게 탐지

할 수 있게 된다[20][42][50].

또한, Francisco(2004)에 의하면 지수 가중화된 가중평균과 다변수 EWMA 공정 관리

도는 통계적 공정 관리 안에서 작은 변화를 효율적으로 감지하는데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 논문은 EWMA와 MEWMA 차트 모수의 최적 디자인을 위해 윈도우 환경에서 발달

한 소프트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여기서 최적화는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행해진다[40].

2.1 공정 평균과 분산의 변화를 동시에 탐지하는 관리도

1) 관리도

계량형 품질특성의 경우, 평균과 산포의 변화가 모두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

공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평균 관리를 위해 관

리도를 사용하고, 공정의 표준편차 관리를 위해 범위를 이용한 관리도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묶어서 관리도라고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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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R관리도

GLR(Generalized Likelihood Ratio) 관리도는 관리통계량으로 GLR을 사용하는 것으

로 주로 서로 상관된 공정(Autocorrelated Process)에서 모수 변화를 탐지할 때 적용한

다. 공정의 평균과 분산의 변화를 탐지하는 경우는 GLR 관리도 절차가 서로 독립인

경우이다[48].

3) Omnibus EWMA 관리도

Omnibus EWMA 관리도는 공정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Domangue and Patch(1991)에 의하여 제안되었다[21].

4) MaxMin EWMA 관리도

표본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한 공정 관리 연구를 시초로 Howell (1949)은 표본의

관측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관측 값이 관리상한을 벗어나거나 혹은 가장 작은 관측값

이 관리하한을 벗어날 때 신호를 주는 Shewhart 형태의 관리도를 제안하였다. 그 후

Sarkadi와 Vincze(1974)는 순서통계량(Order Statistics)을 이용한 관리도를 제안하였

고, Amin과 Wolff(1995)는 표본의 관측값들의 절대 값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하는

EXTV(Extreme Value) EWMA 관리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관리도는 이상신호

이후 공정 평균과 분산 중 어떤 모수가 변화했는지 그리고 공정 평균이 어떤 방향(증

가 또는 감소)으로 변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1][28][44].

Amin 등 (1999)은 EXTV EWMA의 단점을 보안하고자 가장 작은 관측값에 대한

EWMA와 가장 큰 관측값에 대한 EWMA를 하나의 관리도에 작성하는 절차를 제안하

였고, 이것을 MaxMin EWMA 관리도라고 칭하였다. MaxMin EWMA 관리도는 관측

값들 중에서 목표 값으로부터 각각 상한과 하한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이용하는 것이다[12].

5) Max EWMA 관리도

Max EWMA 관리도는 Chen 등(2001)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Max EWMA 관리도의

관리통계량은 공정 평균이 변하거나 분산이 변하면 큰 값을 가지게 되며 공정평균과

분산이 목표값에 가깝게 되면 관리통계량은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공정 안에서

의 미세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관리도이다[16].

6) Interval 관리도

Interval 관리도는 공정평균과 분산의 변화를 하나의 관리도로 탐지하기 위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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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Interval)을 이용하는 것으로 Gan 등(2004)이 제안하였다. Interval 관리도는 이상신

호가 발생할 때 공정평균 또는 분산이 변화했는지, 아니면 둘 다 변화했는지 쉽게 확

인할 수 있지만, 분산이 감소하는 경우는 탐지할 수 없다[26].

번호 관리도 연구자(년도)

[20]  관리도 Montgomery (2012)

[49] GLR 관리도 Vander (1996)

[21] Omnibus EWMA 관리도 Domangue and Patch (1991)

[28]

[44]

[11]

[12]

MaxMin EWMA 관리도

Howell (1949)

Sarkadi and Vincze (1974)

Amin and Wolff (1995)

Amin (1999)

[16] Max EWMA 관리도 Chen (2001)

[26] Interval 관리도 Gan (2004)

[표 1] 공정 평균과 산포 관리 기술체계 연구동향

3. 공정 불량률 관리 기술체계 연구동향

3.1 지수가중치이동평균(EWMA) 관리도

공정품질관리와 극소불량률 관리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Holmes와

Mergen(2000)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리도 접근방식의 합격판정관리도를 EWMA방식

으로 전환하고 최대허용 공정평균값을 기준으로 공정이불합격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판

단 할 수 있는 EWMA 기준값으로 공정산포의 미세한 변동을 감지하여 극소불량을 관

리하고자 하였고[27], 단기생산주기를 갖는 공정에 대한 합격판정관리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McCool(1998)의 연구에서는 극소불량의 증감을 감지하는 방안으로 EWMA를

적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역변환방식을 제안하였다[36].

3.2 누적합(CUSUM) 관리도

전통적인 관리도는 사용하고 설계하는데 쉽지만 실패 신호율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에는 어렵다. 따라서 Duran과 Albin(2009)은 양쪽측면 CUSUM Arcsine 방법을 제안

하였다. CUSUM Arcsine은 이항분포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 현재 사용되어지는 방법

으로써 쉽게 설계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감지가 가능하다[43]. Michael(2003)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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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런규칙에 의해  의 민감도 증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음을 말했다[37].

Gan(1994)은 고장비율이 작게 증가되어짐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수 CUSU

M 차트를 사용하여 제안하였다[25].

3.3 그 외 공정 불량률 관리도

Chou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정규분포를 전재로 하는 기존 합격판정관리도의 제

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비정규분포를 대변하는 Burr분포를 대상으로 시료의 크

기와 L값의 결정에 대한 합격판정관리도를 연구하였고[17], Tsai와 Chiang(2008)의 연

구에서는 Skew normal 합격판정관리도를 이용하여 비정규데이터에 대한 불량률과 공

정평균의 모니터링방안을 제시하였다[47].

Wu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불량률의 증가를 감지하기 위해 np관리도와 적합 런

길이 관리도를 통합한 합성관리도를 소개하였다. 두 개의 통합으로 불량률로 인한 공

정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지하는 장점을 소개하였다[52].

Khoo(2002)의 연구에서는 p관리도가 불량률의 수준이 미세하게 이동될 때 효과적으

로 감지하지 못하는 단점을 이동평균관리도를 적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32].

Nelson(1994)의 연구에서는 불량 발생률이 포아송분포를 따른다는 관점 하에 독립

적이고 지수적인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지수분포를 와이블 분포로 변환하기 위한 역변

환 방법과 개별관리도를 이용하여 극소불량을 관리하고자 하였다[39].

김종걸과 정해운(2002)의 연구에서는 공정의 미세변동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분석하

여 공정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SPC와 EPC의 통합모델을 제시하며[5], 이 연구를 기반으

로 공정불량의 미세변화관리와 예측을 통한 예방적 공정관리모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엄상준(2012)의 연구에서는 공정 불량품에 대한 관리도와 공정 평균에 대한 수정

관리도의 조합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Lucas(1982)의 Shewhart-CUSUM 관리도 조

합의 기본 개념을 인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정 관리도(Modified Control Charts)와 

관리도의 조합은 공정이상에 대한 공정 부적합불량품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공

정 평균 이동에 대해 동시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공정 부적합 불량품이 받아들여졌을

때, 관리도를 사용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하고, 수정 관리도(Modified Control Charts)

의 조합으로는 공정 부적합 불량품을 받아들여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 평균의 자유로

운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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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리도 연구자(년도)

[27]

[36]
EWMA 관리도

Holmes and Mergen (2000)

McCool (1998)

[43]

[37]

[25]

CUSUM 관리도

Duran and Albin (2009)

Michael (2003)

Gan (1994)

[17]

[47]
합격판정관리도

Chou et al (2005)

Tsai and Chiang (2008)

[52]
관리도와 런길이 관리도를 합친

합성관리도
Wu et al. (2001)

[32] 관리도 Khoo (2002)

[39] 역변환방법과 개별관리도 Nelson (1994)

[5] SPC와 EPC의 통합모델 김종걸과 정해운 (2002)

[7] 관리도 엄상준 (2012)

[표 2] 공정 불량률 관리 기술체계 연구동향

4. 공정 산포의 개요

4.1 공정 산포관리 기법의 원리와 종류

공정산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도에 관한 이론을 다루기 위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모형을 고려한다.

        ⋯       ⋯ 

1) 표본표준편차를 이용한 산포관리도(-관리도)

표본표준편차에 기초한 공정산포의 관리도에서 중심선(CL) 및 관리상한선(UCL), 관

리하한선(LCL)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질 수 있다.


  



 




여기서 는 부분군(Subgroup)의 개수를 의미하고, 는 번째 부분군에서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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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의 추정량(각 부분군에서 얻어진 표본표준편차)이고, 중심선은 이들 추정량의 평

균이다. 또한 관리한계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

   

     
×

   

이는 식 (2.1)에서 얻어진 표준오차의 추정값을 이용한 것이다[20].

2) 범위를 이용한 산포관리도(-관리도)

범위에 기초한 공정산포의 관리도에서 중심선 및 관리상한선(UCL), 관리하한선

(LCL)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질 수 있으며,


  



  


 

    × 
×  

    × 
×  

여기서 
는 번째 부분군에서 얻어진 산포의 추정량(각 부분군에서 얻어진 범위에

기초한 의 추정량)이고, 중심선(CL)은 이들 추정량의 평균이다[20].

4.2 공정산포관리의 연구동향 분석

SPC의 핵심기법인 관리도에 관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한 Shewhart(1931)가 강

조한 내용에 따르면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는 변동관리를 위해 범위

(Rang)보다 더 선호한다. 주요원인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표준편차

(s.d.)는 더 효율적이다. 두 번째, s.d.는 분포의 모분포의 형태에 덜 의존적이다[4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내용을 기본배경으로 하여 미세공정에서의 산포변화를

알기위해 연구되어진 흐름(Trend)를 분석하고자 한다.

4.2.1 일반적인 산포공정관리를 위한 관리도

1) 정규분포를 전제로 하는 관리도

남호수 외1(2001)에 의하면 -관리도 및 -관리도에서 타점통계량의 표준오차의 추정

량으로서 Gini의 평균차이에 기초한 추정량을 사용한 관리도를 제안하였다. Gini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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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이용한 산포관리도(SG, RG)는 오류율은 각각  또는  관리도와 거의 일치하며,

반면 탐지력은 모든 의 수준에서  , -관리도에 비하여 뛰어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에 근거해 볼 때, 산포관리도에서 Gini의 평균차이를 이용하여 관리한계선을 설정하는 방

식이 기존의 표준편차 또는 범위에 기초한 관리한계선보다 비슷한 오류율에 비하여 탐지

력은 우수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6].

Crowder and Hamiltion(1992)은 공정분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도 외에 다양한 장

점을 갖는 관리도를 개발하기 위해 표본분산  에 대하여 로그변환을 취한 후에,

log  통계량을 이용한 EWMA 관리도를 제안하였다[18]. 또 Chang and Gan(1995)

은 log 를 이용한 누적합 관리도의 사용을 제안하였다[15].

2) 비정규분포를 전제로 하는 관리도

이동원 외1(2005)은 비정규분포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계산이 용이한

감마분포를 이용하여 감마분포 변동계수 관리도를 통계적으로 설계하고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감마분포 변동계수 관리도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8].

선행 연구들에서 공정분산에 대한 누적합 관리도를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1980년대

이후 부단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나 적용사례가 많지 않

은 이유는 표본분산  의 분포가 축차적 방법론 분야에서 이론이 잘 정립되어 있는

정규분포에 해당되지 않고, 이론 전개가 기존에 잘 연구되어 있지 않은 -분포를 따

르는데 그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9]. 특히 Chang and Gan(1995)은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표본분산  을 직접 이용한 누적합 관리도가 log 을 이용한 누적합 관리도

보다 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og 이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서 정규분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축차확률비검정 이론이나, 공정평균에 대한 누

적합 관리도에서 개발된 이론을 근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log 을 이용

한 누적합 관리도의 사용을 제안한 바 있다[15]. 이윤동 외1(2005)에서는 최근 이은경

외(2005) 등에서 제안된 얼랑분포에 대한 축차확률비검정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해보

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분산 관리를 위해 표본분산  을 이용한 누적합 관리도의 사

용방법을 제시하였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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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번호 관리도 연구자

정규

[6]
Gini의 평균치를 이용한 S-관리도,

R-관리도
남호수, 강중철(2001)

[18]
log  통계량을 이용한 EWMA

관리도

Crowder, Hamiltion

(1992)

[15] log 을 이용한 CUSUM 관리도 Chang, Gan (1995)

비정규
[8] 감마분포 변동계수 관리도 이동원, 강창욱(2005)

[9]  을 이용한 CUSUM 관리도 이윤동, 김상익(2005)

[표 3] 일반적인 산포공정관리를 위한 관리도

4.2.2 미세공정에서의 산포관리를 위한 관리도

슈하르트(Shewhart) 관리도는 사용하기 쉽고 간단하면서도 공정이상을 감지하는 능

력이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반

도체분야를 비롯한 화학공정과 초정밀가공 등의 신뢰성 확보를 핵심목표로 하는 분야

에서 미세변동에 대한 공정관리기술 확보의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세변동 관리에

대한 관리도 기법이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써 요구되어지고 있다[3].

1) 지수가중치이동평균(EWMA) 관리도

Fleischer(2008)은 다변수 m-EWMA 관리도는 각각의 자료에 가중치를 두는 것에

기초하여 연구하였다. 측정의 오차나 제조 공정상에서 기인한 미세 구성부분들의 승인

또는 거절에 대한 명확한 원인 진단을 위해 m-EWMA 관리도를 이용하였다[31].

Stephen v. Crowder & Marc D. Hamilton(1992)는 지수가중치이동평균 관리도를 이

용하여 공정산포 감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지수가중치이동평균 관리도가 공

정 평균이동 및 산포의 감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6].

EWMA 방법은 데이터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잘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John R. English & Kenneth E. Case(1990)'에 제시되어 있다[22]. 이러한 연

구를 통해 제조공정에서의 불량품발생의 방지는 물론 양품들에 대해서도 그 품질수준

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Combined EWMA Shewhart(CES) 관리도가 Lin &

Adams(1996)에 의해 연구되어졌다[33].

2) 누적합(CUSUM) 관리도

누적합 관리도는 측정한 품질 특성치 결과를 누적하여 산출한 값을 통해 공정의 변화

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빠르게 공정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 즉, 공정이 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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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때, 누적합 관리도는 목표 값으로부터 작은 변화를 잘 감지해낸다. 왜냐하면 연속된

샘플데이터 값으로부터 정보를 종합하기 때문이다[20]. 누적합 관리도는 Wald(1947)의 축

차적 확률비검정(Sequential Probability Ratio Test) 이론을 기초로 하여 정립된 것으로

Page(1954)에 이르러 비로소 누적합 관리도의 이론이 구체화 되었다[24].

Vasyl Golosnoy(2007)은 전적으로 수익의 공분산 매트릭스에 의존하는 최소변동 포

트폴리오 가중치 모니터링의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한다. 연구자는 매번의 새로운 투자

기간의 초기에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 분산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최적으로

남아있는지 결정한다. 이러한 투자전략은 관리도로부터의 신호를 이용하여 몇몇 대안

을 비교한다[49].

3) 그 외 공정 산포 변동 관리도

Nelson(1999)에 의하면,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샘플 표준편차를

그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를 갖지 않는 특성이 있어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자료

의 스케일의 차이가 큰 경우, 상대적인 변동을 비교할 수 있다[34]. 이와 같은 변동계

수의 특성을 이용하면,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되는 다품종의 제품과 초정밀, 초소형화

의 공정에서의 측정단위의 대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문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이동

원 외1(2005)이 뒷받침했다[8].

Antonio, Maysa(2007)는 전통적인 관리도를 기본으로 미세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비중심(non-center)  통계적 차트를 제안하였다. 이 새로운 관리도는 공정평

균의 이동과 공정변동의 증가와 같은 현상에 분포의 감지가 더 효율적이다[13].

Woodall(1985)는 평균런길이(ARL: Average Run Length)의 구간에서 관리한계를 벗

어나는 것을 높일 수 없는 원인 때문에 공정 이동에 대한 관리도를 민감한 부분까지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민감성은 1종오류와 2종오류로써 설명을 한다[51]. Erwin(1991)

의 연구는 Woodal(1985) 연구에 따라 관리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동규모가 중요하지 않

은 부분으로 고려되어지는 상태까지 분명하게 높은 ARL 수준으로 설계되어진다[23].

Lucas, Crosier(1982)와 Kenett, Pollack(1983)는 FIR-CUSUM 관리도를 제시하였다.

FIR-CUSUM관리도는 공정의 비 관리상태(Out-of-Control)일 때 빠른 첫 번째 반응

(First Initial Response)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것은 공정이 잘 관리되고

있을 때는 그 효과가 미비하지만 공정이 잘 관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큰 효과가 있

다고 그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다[29][30][41].

강해운 외 2 (2009)은 FIR을 이용한 Demerit-CUSUM 관리도의 수행도 평가를 하였

는데, Demerit-CUSUM 관리도는 S. M Na et al(2003)이 기존의 Demerit 관리도에 비

하여 공정의 작은 변동에 민감하며, 공정 평균의 변동 시 좀 더 일정한(Robust) 수행

도의 장점을 갖는 관리도를 연구하였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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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리도 연구자(년도)

EWMA

[31] m-EWMA 관리도 Fleischer (2008)

[46]
EWMA 관리도

Stephen, Crowder (1992)

[22] John, Kenneth (1990)

[33] Combined EWMA Shewhart 관리도 Lin, Adams (1996)

CUSUM

[24] CUSUM Wald (1947)

[49]
공분산 매트릭스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가중치
Vasyl (2007)

그 외

[34]
변동계수(CV)를 활용한 관리도

Nelson (1999)

[8] 이동원, 강창욱 (2005)

[13] 비중심(non-center)  통계 차트 Antonio, Maysa (2007)

[51]
ARL을 활용한 관리도

Woodall (1985)

[23] Erwin (1991)

[29]

FIR-CUSUM 관리도

Lucas, Crosier (1982)

[30] Lucas, Crosier (2000)

[41] Kenett, Pollack (1983)

[1]
Demerit-CUSUM 관리도

강해운, 강창욱, 백재원 (2009)

[38] Na, Kang, Sim (2001)

[표 4] 미세공정에서의 산포관리를 위한 관리도  

5. 연구결과 및 추후 연구 방향

미세공정 산포관리를 분석하기 위한 관리도들을 살펴보았을 때, 1940년대부터 꾸준

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공정평균과 공정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공정라인에

응용하여 사용하는 관리도를 기반으로 많은 개발과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공정 산포관리를 위한 공정평균, 공정불량률 그리고 공

정 산포의 미세변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체계의 연구동향의 논문들을

정리하여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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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논문에서 수집한 년도에 따른 논문의 수

현재까지 발전되어온 관리도를 활용하여 미세공정 상에서의 공정평균과 불량률 그

리고 동시에 공정 산포 변동까지 함께 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기업의 불량제로 제품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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