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자동차에서 범퍼와 같이 상대 차와 직접 마주치
는 부품이나 차내 악세사리와 같이 작고 복잡한 
형태의 부품은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된다. 부품의 
도장은 필수적이며, 먼저 소재를 입고하여 에어로 
청소하고 정전기에 의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도장
하게 된다. 이어서 하도, 중도, 상도의 절차를 거
친 후 건조시키는 것은 일반 철제 도장과 같으나 
원료 배합과 도장 방법은 다르게 진행된다. 모든 
과정에서 미세먼지,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조건에 
의해 불량의 원인으로 대두된다. 환경조건 문제로 
발생되는 불량이 전체 불량의 75% 이상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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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해결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세 번까지 재도장을 실시하는 등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작업장 환경정보는 
제외하고 실외 기상환경 정보(온도, 습도, 먼지)와 
생산품질 간의 인과관계를 빅데이터 및 기계학습
을 통하여 분석·예측하고 불량(흐름, 실먼지)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예방 가능한 기법
을 모델링하고 평가하여 그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데이터셋 준비→ 데이터의 전처리 및 데이터셋 분
할 설계→③ 기계학습 적용 예측 기법 선택→④ 
기계학습 훈련 및 성능 확인, 평가→⑤ 기계학습 
모델 결정, 최적 정합→⑥ 실먼지 및 흐름 불량 발
생 예측하는 총 6단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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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라스틱 소재 자동차 부품의 도장 공정에서 불량은 다양한 원인과 현상으로 기인하는데, 온도, 습
도, 미세먼지 등 기상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불량률이 변화하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실제 도장업체
에서 1년 동안 수집한 종류별, 원인별 불량률과 기상환경의 상관성을 머신러닝 기법에 의해 학습하고 
시험하여 특정의 기상환경에서 불량률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실먼지로 인한 불량은 98%, 흐름에 대한 
불량은 90%의 불량을 예측하여 모델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ABSTRACT

Defects in the coating process of plastic automotive components are caused by various causes and phenomena. The 
correlation between defect occurrence rate and meteor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fine dust was analyzed. The defect rate data categorized by type and cause was collected for a year 
from a automotive parts coating company. This data and its correlation with environmental condition was acquired and 
experimented by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predict the defect rate at a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 
Correspondingly, the model predicted 98% from fine dust and 90% from curtaining (runs, sags) and hence proved its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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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량 발생 예측 모델링

불량률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은 흐름이
나 실먼지가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실제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림 1과 같은 
절차에 의해 훈련하고 성능 평가 및 최적화의 절
차로 이루어진다.

그림 1. 불량률 예측 흐름도

Ⅲ. 실험 및 결과

그림 2. 미세먼지 변동 범위와 불량률 예측 

실험

환경 데이터는 미세먼지, 습도, 온도를 기본으로 
고려하였다. 그림 2는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한 머
신러닝 흐름도이다. 온도, 습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법을 적용한다. 결과로서, 표 1과 같이 특정의 
환경조건에서 최대 0.265%의 흐름 불량이 발생한
다.

표 1. 미세먼지, 온도, 습도에 따른 불량 발생

불량

률

(%)

미세먼지 변동 범위(PM10)

최소 최대

실먼

지

52~250에서 0.09%

발생

31~50에서 평균

0.101% 발생

흐름
35~39에서 0.08%

발생

26~28에서 0.17%

발생

불량

률(%)

습도 변동 범위(%)

최소 최대

실먼

지

40~55에서 평균

0.16% 발생

78~100에서 0.17%

발생

흐름
69~71에서 평균

0.12% 발생

47~51에서 평균

0.265% 발생

불량

률(%)

온도 변동 범위(℃)

최소 최대
실먼

지

-20~-6에서 평균

0.16% 발생

18~40에서 0.17%

발생

흐름
8~18에서 평균

0.14% 발생

-12~-8에서 평균

0.23% 발생

Ⅳ. 결  론

불량 발생 예측 모델의 예측 결과를 실측평가값
과 비교하였을 때, 상관계수가 최대 0.45(흐름과 습
도) ~ 최소 0.14(실먼지와 평균기온)로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먼지 1.21%(정밀도 0.98)와 
흐름 0.95%(정밀도 0.90)로 상관도 대비 우수한 예
측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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