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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전통적인 관리도는 표본들 사이의 일정한 추출간격에서 일정한 수의

표본을 취하여 만들어 지는 고정추출율 관리도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표준적인 고정추출율을 갖는

다변량 관리도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가변추출간격을 갖는 다변량 관리도를 개발하는데 있다. 대부

분의 다변량 관리도에 대한 연구는 공정의 평균벡터를 모니터링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공정의 평균벡터와 분산-공분산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기 위한 다변량 관리도를 연구

한다. 가변추출간격을갖는다변량슈하르트관리도에대하여연구하고자한다.

주요용어: 가변추출간격, 다변량관리도, 정상상태평균경보시간, 통계적공정관리, 평균경보시간.

1. 서론

공정에 모니터링을 적용할 때 많은 공정의 상태가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특성화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다변량 공정관리도를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있는 공정이 p개의 연속변수에

의하여 특성화 되고, 변수들의 결합분포는 평균벡터가 µ이고 공분산행렬이 Σ인 다변량 정규분포인 경

우를 고려한다. 공정 모니터링의 목적은 평균벡터 µ와 공분산행렬 Σ를 변화시키는 이상 원인을 탐지하

는데있다.

최초의 다변량 관리도는 Hotelling (1947)이 개발한 슈하르트 (Shewhart) 형태의 관리도이다. 다변

량 모니터링과 다변량 슈하르트 형태의 관리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Alt (1985), Wierda (1994),

Lowry와 Montgomery (1995), Montgomery (2005)에있다.

다변량관리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평균벡터를 모니터링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공분산

행렬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다변량관리도에 대한 연구도 있다. 본 논문은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을 동

시에모니터링하기위한연구이다.

공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표본간의 추출간격과 표본크기가 고정된 표본을 추

출한다. 그러나. 공정의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은 전통적인 고정추출율 (Fixed Sampling Rate: FSR)

관리도 대신에 가변추출율 (Variable Sampling Rate: VSR) 관리도를 사용함으로써 향상되어질 수 있

다. 가변추출율 관리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공정에서 변화의 징조가 있을 때 표본 추출율이 증가하

고변화의징조가없을때추출율이감소하는것이다. 공정의변화에대한징조가충분히강하면가변추

출율관리도는표준고정추출율관리도와같은방식으로경보를울린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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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추출간격 (Variable Sampling Interval: VSI) 관리도는 표본추출간격이 자료의 함수로서 변하기

때문에 가변추출율 관리도의 특수한 형태이다. 특히, 공정에서 문제의 징조가 있으면 다음 표본 추출시

짧은 추출간격을 사용하고 문제의 징조가 없으면 긴 추출간격을 사용한다. 고정추출율 관리도의 또 다

른 형태는 표본크기가 자료의 함수로써 변하는 가변표본크기 (Variable Sample Size: VSS) 관리도이

다.

가변추출율 관리도는 대부분 단변량인 경우에 개발되어져 있다. Tagaras (1998)의 리뷰 논문은

1997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 평균과 분산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 문제를 다룬 최근의

단변량 가변추출간격 관리도에 대한 연구는 Reynolds와 Stoumbos (2001), Stoumbos와 Reynolds

(2005), Zhang과 Wu (2006)이다.

가변추출율 다변량 관리도에 대한 연구로는 다변량 가변추출간격 관리도에 대한 Aparisi와 Haro

(2001), 다변량 가변표본크기 관리도에 대한 Aparisi (1996), 가변추출간격과 가변추출크기를 동시에

사용한다변량슈하르트관리도에대한 Aparisi와 Haro (2003)가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문제를 위한 다변량 가변추출간격

관리도를개발하는데있다. 여기서는다변량가변추출간격슈하르트관리도를연구한다.

공정 모니터링의 목적은 공정 모수들의 작은 이동 (shift) 뿐만 아니라 큰 이동도 탐지하는데 있다고

가정하자. 다변량 셋팅에서 모수 변화의 방향을 생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평균벡터 µ에 대해서는 주

관심이 특별한 이동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방향에서 성과 (performance) 평균을 고려한다.

공분산 Σ에서 이동인 경우 변동 (variability)의 증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고려한 유사한 관리도가

변동의 감소를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Reynolds와 Cho, 2006).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변동의 감

소를탐지하는문제는다루지않는다.

2. 다변량 슈하르트 관리도

p개 변수들의 평균벡터를 µ, 공분산행렬을 Σ, 표준편차들 (공분산행렬 Σ의 대각원소의 제곱근)의 벡

터를 σ = (σ1, σ2, · · · , σp)
′
라 하자. 또한 µ0, Σ0, σ0을 각각 µ, Σ, σ의 관리상태의 값이라 하자. 여기

서 관리상태에서의 모수값들은 알려졌거나 추정과 관련된 오차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추정

된다고가정한다.

공정은 각 표본추출 시점에서 취해진 크기가 n ≥ 1인 관측벡터들을 표본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니터링

된다고 가정한다. 사전 연구에서, 가변추출간격 관리도는 단지 두 개의 가능한 추출간격을 사용하는 것

이 효율적임을 보였다 (Reynolds 등, 1998; Reynolds, 1995; Stoumbos 등, 2001). 두 개의 가능한 추

출간격 사용은 가변추출간격 관리도의 적용을 단순화 한다. 따라서 두 개의 추출간격을 갖는 가변추출

간격관리도를고려한다.

d1과 d2 (0 < d1 < d2)를두개의가능한추출간격이라하고 d를공정의관리상태에서평균추출간격

이라 하자. 가변추출간격 관리도와 고정추출율 관리도를 비교할 때 d를 고정추출율 관리도의 추출간격

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 중인 고정추출율 관리도가 매 d = 4시간 마다 표본 크기 n = 4에

기반 한다고 하자. 그러면 가변추출간격 관리도는 추출간격으로 d1 = 1 혹은 d2 = 7을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가변추출간격관리도는관리상태하에서평균추출간격 d = 4이되도록설계되어진다.

표본추출시점 k에서, Xkij를변수 i (i = 1, 2, · · · , p)에대한 j (j = 1, 2, · · · , n)번째관측이라하고,

대응되는표준화된관측을다음과같이두자.

Zkij = (Xkij − µ0i)/σ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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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µ0i은벡터 µ0의 i번째 원소이고, σ0i는벡터 σ0의 i번째 원소이다. 표본 추출시점 k에서, 관측

벡터 j에대한표준화된관측벡터를다음과같이두자.

zkj = (Zk1j , Zk2j , · · · , Zkpj), j = 1, 2, · · · , n. (2.1)

ΣZ를 zkj의 공분산 행렬, ΣZ0를 관리상태 하에서 ΣZ의 값이라 하자. 공정의 관리상태 하에서

Zkij가표준정규분포를가질때 ΣZ0는원래관측에대한관리상태하에서상관계수행렬이된다.

X̄ki =
∑n

j=1Xkij/n를표본추출시점 k에서변수 i에대한표본평균이라두고, 표준화된표본평균

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Zki =
√
n(X̄ki − µ0i)/σ0i, i = 1, 2, · · · , p.

공정이 관리상태 하에서 Zki는 표준정규분포를 갖는다. 따라서 ΣZ0는 (Zk1, Zk2, · · · , Zkp)의 관리상태

하에서상관계수행렬이된다.

Reynolds와 Cho (2006)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슈하르트 관리도를 간단히 기호 “S”로 쓴다. 평균벡

터 µ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Hotelling (1947)에 의하여 제안된 슈하르트 형태의 관리도는 원래 Σ0이

알려지지않은경우에대하여개발되었다. 그러나만약 Σ0이알려졌다고가정하면이관리도는다음과

같은통계량에기초한관리도와대등하다.

SZ
k = (Zk1, Zk2, · · · , Zkp)Σ

−1
Z0(Zk1, Zk2, · · · , Zkp)

′
. (2.2)

여기서 위 첨자 “Z”는 관리도가 Zki에 근거함을 나타낸다. 만약 SZ
k > h이면 관리도는 경보를 울

린다. 여기서 h는 관리상한 (upper control limit)이다. 이러한 관리도를 “SZ”관리도라 하자 (“S”는

Shewhart, “Z”는 Zki에근거). 산업에서관리도의적용에대한것은 Mason과 Young (2002)을참고하

기바란다.

SZ관리도의 가변추출간격 버전은, 만약 SZ
k ≤ g이면 긴추출간격 d2를 사용하고, 만약 g < SZ

k ≤ h이

면 짧은추출간격 d1를 사용한다. 여기서 0 < g ≤ h이다. 관리상태 하에서 SZ
k의 분포는 자유도 p를 갖

는카이제곱분포이다. 따라서 g와 h는카이제곱분포의분위수를사용하여결정되어질수있다.

공정의 변동을 모니터링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목표로부터 관측까지의 편차의 제곱에

근거한 관리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형태의 관리도는 변동을 모니터링 하는 문제 혹은 평균과 변동

둘 다를 모니터링 하는 하나의 관리도 문제에 대하여 이미 조사되어져 있다 (Reynolds와 Ghosh, 1981;

Domangue와 Patch, 1991; Macgregor와 harris, 1993; Shamma와 Amin, 1993).

표본추출시점 k에서, 변수 i에대한목표로부터편차의표준화제곱을다음과같이두자.

Z2
ki =

n∑
j=1

Z2
kij/n, i = 1, 2, · · · , p. (2.3)

Reynolds와 Cho (2006)는 관리상태 하에서 통계량 (2.3)의 공분산행렬이 2 Σ
(2)
Z0/n임을 보였다. 여

기서 ΣZ0(2)의원소는공분산행렬 ΣZ0에대응하는원소의제곱인행렬을나타낸다.

SZ2

k = n(2)−1(Z2
k1, Z

2
k2, · · · , Z2

kp)(Σ
(2)
Z0)

−1(Z2
k1, Z

2
k2, · · · , Z2

kp)
′
. (2.4)

여기서 위 첨자 “Z2”는 관리도가 Zki
2에 근거함을 나타낸다. 만약 SZ

k
2
> h이면 관리도는 경보를 울린

다. 여기서 h는 관리상한 (upper control limit)이다. 가변추출간격 버전은, 만약 SZ
k

2 ≤ g이면 긴추출

간격 d2를 사용하고, 만약 g < SZ
k

2 ≤ h이면 짧은추출간격 d1를 사용한다. 여기서 0 < g ≤ h이다. 이

러한관리도를 “SZ2”관리도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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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관리도는 평균벡터 µ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하여 디자인 되었으나 표본크기 n = 1일 때 분산벡터

σ에서 큰 증가를 탐지하는데도 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만약 슈하르트 관리도가 사용되면, n = 1인 경

우는 SZ관리도자체가분산벡터 σ에서큰증가를탐지하는데사용되어질수있다. 그러나, n > 1일때

SZ관리도는 분산벡터 σ에서 증가를 탐지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분산벡터 σ에서 증가

를 탐지하는데 다른 관리도가 사용되어 져야만 한다. 그것이 현재의 샘플링시점에서 편차들의 제곱합에

근거한슈하르트 SZ2
관리도이다.

SZ관리도가 Σ의 이동에 민감하다 할지라도 보통 평균벡터 µ를 모니터링하기위한 관리도로 언급된

다. 비슷하게 목표로부터 편차제곱에 근거한 관리도는 평균벡터 µ의 이동에 민감할지라도 공분산행렬

Σ를 모니터링하기위한 관리도로 언급된다. 목표로부터 편차제곱에 근거한 관리도는 Σ에서 변화를 탐

지하는데매우효과적이나, 평균벡터 µ의큰이동에도매우민감하다는중요한이점을가지고있다.

3. 관리도의 성능 측도

서로 다른 관리도들의 비교는 공정모수의 여러 가지 이동을 탐지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으로 한다.

서로 다른 관리도의 평균 탐지 시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각 관리도가 시간당 같은 오경보율 (false

alarm rate)과 같은 추출율 (sampling rate)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평균탐지시간, 오경보율과 추출율

에대한측도가필요하다.

평균경보시간 (Average Time to Signal: ATS)은 공정모니터링의 시작부터 경보가 발생할 때까지

의 평균시간이다. 평균경보시간은 시간당 오경보율에 대한 하나의 측도이다. 특히, 재생과정 (renewal

process)으로 모형화 될 수 있는 관리도에 대하여, 관리상태에서 1/ATS는 시간당 극한 평균오경보율

(long run average false alarm rate per unit time)이다. 비교할관리도들이시간당같은오경보율에대

한요건은그들이관리상태하에서같은 ATS를갖는것이다.

가변추출 관리도에서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표본의 수는 확률변수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관리도들

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평균추출율을 고려해야 한다. 표본크기 n이 서로 다른 관리도의 비교를 위하여

관측수로서 나타내는 추출율의 측도가 필요하다. 평균경보관측수 (Average Number of Observations

to Signal: ANOS)를 공정모니터링의 시작부터 경보가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관측수로 정의한다. 재생

과정 (renewal process)으로 모형화 될 수 있는 관리도에 대하여, 관리상태 하에서 ANOS/ATS는 시간

당 극한 평균추출율 (long run average sampling rate per unit time)이다. 만약 비교할 관리도들이 관

리상태하에서같은 ATS와같은 ANOS를갖는다면그들은관리상태하에서같은평균추출율을가지게

된다.

공정모수에서 이동 (shift)이 있을 때, ATS는 공정모니터링이 출발할 때 이동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이동에 대한 탐지시간의 측도로 적절하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이동은 모니터링출발 이후 미래 랜덤시

간에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경우 탐지시간에 대한 적절한 측도는 이동이 발생한 시간의 랜덤시점부터 관

리도가경보를울리는시간의평균길이이다.

본논문에서, 관리도들은관리상태하에서같은 ATS와같은 ANOS값을가지도록설정되어있다. 그

러면 SSATS는 공정모수에서 이동을 탐지할 수 있는 측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ATS와 SSATS를 계

산하기위하여 1,000,000번의런의시뮬레이션이사용되었다. SSATS는관리상태하에서 400번의관측

벡터에 대한 관리도 작동을 시뮬레이션 한 후 평균벡터 µ와 표준편차벡터 σ에서 이동하에서 시뮬레이

션을함으로써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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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를 위한 모수선택

본논문에서수치결과는표본크기 n = 1과 n = 4에대한것이다. n = 1인경우평균추출구간은시간

단위이다. 주어진 결과를 어떤 시간 단위에 적용할지라도 편의상 한 시간으로 한다. n = 4인 경우 평균

추출구간은 4시간 단위이다. 평균추출구간과 관련하여 표본크기 n = 1과 n = 4는 시간당 하나의 관측

평균추출비에해당하므로두표본크기에공정한비교가가능하다.

VSI 관리도 평가에서 여러 개의 d1과 d2를 선택한다. VSI 관리도에 대한 연구결과 d1은 가능한 작

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d2의 선택은 작은 이동 혹은 큰 이동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d보다 조

금 큰 d2의 선택은 큰 이동을 탐지하는데 효과적이고, 큰 d2의 선택은 작은 이동 혹은 중간크기의 이

동을 탐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 큰 이동 탐지를 위하여 d1 = 0.1d와 d2 = 1.25d, 작

은 이동 탐지를 위하여 d1 = 0.1d와 d2 = 1.90d를 고려한다. 또한, 실제 적용시 신속한 표본추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d1 = 0.25d와 d2 = 1.25d그리고 d2 = 1.90d를 고려한다. n = 1과 d = 1.0일

때 (d1, d2) = (0.10, 1.25), (0.10, 1.90), (0.25, 1.25), (0.25, 1.90)를 고려한다. n = 4과 d = 4일 때

(d1, d2) = (0.40, 5.00), (0.40, 7.60), (1.00, 5.00), (1.00, 7.60)에해당한다.

공정모니터링은시간표기 0에서출발한다고가정하나실제이시간에는어떤관측도이루어지지않는

다. 따라서, VSI 관리도를 설정할 때 첫 번째 표본까지의 시간 d0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떤 적용에서는

출발이후표본이신속히취해질수있게 d0 = d1를한다. 그러나, 여기서주어진수치결과는 d0 = d라

는가정에서계산한다.

본논문에서비교할모든관리도는관리상태하에서 ATS=800시간으로맞추어져있다. 두관리도가

조합으로 같이 사용될 때, 관리 상태에서 각 관리도의 ATS는 800보다 커야 조합 관리도의 ATS=800이

된다. 이 경우 두 관리도가 관리 상태에서 같은 ATS (대략 1,550시간)를 가지도록 관리한계를 조절 하

면조합관리도는관리상태하에서 ATS=800이된다.

두 VSI 관리도가조합으로사용될때, 두관리도중어느하나가짧은추출간격을사용한다면짧은추

출간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두 통계량 중 최소한 하나가 각 각의 g값 위에 있다면 다음 추출간격은

d1이사용되나, 두통계량이각각의 g값보다밑에있으면 d2가사용된다.

여기서 4변수 (p = 4)의모든쌍이같은상관계수 (ρ = 0 혹은 ρ = 0.9)를가질때수치결과를제시한

다. ρ의두값은두개의극단적인경우를고려하였다.

평균벡터 µ에서 이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표준화된 평균 이동 벡터 ν = (ν1, ν2, · · · , νp)
′
로 나타낸

다. 여기서 νi = (µi − µ0i)/σ0i, i = 1, 2, · · · , p이다. SZ관리도 같은 관리도의 이상상태의 특성은 ν의

이동방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심모수 δ =
√
ν′Σ−

Z01ν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동 크기의 지표로

δ를사용하는것이편리하다. 그러나편차제곱관리도혹은편차제곱관리도를포함하는어떤조합관리도

의 특성은 이동방향에 의존한다. 주어진 δ의 값에 Reynolds와 Cho (2006)는 여러 가지의 특정한 이동

방향에 대하여 SSATS값을 주고 또한 모든 이동방향에서 평균한 평균 SSATS도 주고 있다. 여기서는

단지 평균 SSATS를 고려한다. 특히,
∑p

i=1 β
2
i = 1하에서 β = (β1, β2, · · · , βp)는 p차원공간에서 단위

구면 위에서 랜덤하게 선택된 점을 나타낸다. 그때 비중심모수 δ의 특별한 값에 대응하는 방향 β에서

이동은 ν = δβ/
√
β′Σ−

Z01β로부터얻어진다.

Σ에서 이동에 대한 수치결과는 실제로 σ에서 이동이고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변화지 않는다고 가

정한다. σ에서 이동은 γ = (γ1, γ2, · · · , γp)
′
로 나타낸다. 여기서 γi = σi/σ0i,i = 1, 2, · · · , p이다. 여

기서 고려한 관리도의 SSATS는 γ의 이동방향에 의존하므로 평균 SSATS 값들이 주어져 있다. 여기

서 평균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표준편차에서 증가에 해당하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취한다. 만약 ψ =

1 +
√

(γ − 1)′(γ − 1) = 1 + (
∑p

i=1(γi − 1)2)1/2으로 σ의 이동크기를 측정하면, σ = σ0인 관리상태

는 γ = 1와 ψ = 1에 해당한다. ψ의 특정한 값에 해당하는 방향 1 + β에서 1로부터 γ에서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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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 1 + (ψ − 1)β로둠으로써얻어진다. 평균 SSATS는단지분산의증가에대한계산이므로랜덤방향

발생에서비음원소를갖는 β의값을사용한다. 본논문에서 σ의증가이동을고려하였으나, 단순히증가

이동을 σ에서이동으로언급한다.

5. 표에 대한 설명

수치결과는 3개의 표에 나타나 있다. 우선, 표의 구조를 설명하고 표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논의한다.

표는 개별관리도와 두 관리도의 조합관리도에 대한 값들을 나타낸다. SSATS를 포함하는 행을 [1], [2],

[3]로 나타낸다. µ에서의 랜덤이동은 δ로, 랜덤방향에서 σ의 이동은 ψ로 나타낸다. 표에 있는 값들의

첫번째열은관리상태인 δ = 0와 ψ = 1.0에대응되므로이경우에대한 ATS값들이주어져있다.

표 5.1-표 5.2는 n = 1과 d = 1, 표 5.3는 n = 4와 d = 4인경우이다. 각표에서 SSATS는비교를위

하여 FSR 관리도에 대한 값들이 주어져 있다. 특히, 표 5.1-표 5.2에서 SZ관리도는 [1]로 이름붙인 첫

번째행에있고행 [2]와 [3]은 VSI SZ관리도에대한것이다. 표 5.3은 n = 4인경우이다.

n > 1일 때 SZ관리도는 σ에서 증가를 탐지하는데 비효율적이므로 표 5.3에서 SZ와 SZ2의 조합관리

도를포함하였다.

표 5.1 FSR과 VSI 다변량 슈하르트 관리도의 평균 SSATS (p = 4, n = 1, ρ = 0)

δ 0 0.4 0.8 1.2 1.6 2.0 5.0 0 0 0 0 0
µ Σ

ψ 1.0 1.0 1.0 1.0 1.0 1.0 1.0 1.2 1.6 2.0 3.0 10.0

FSR

d1 = 1.0 SZ

800.0 590.5 290.8 123.9 52.5 23.4 0.7 224.3 36.5 12.0 3.0 0.6
h=17.9715 h=—–

d2 = 1.0 [1]
g=—– g=—–

VSI

d1 = 0.1 SZ
800.0 578.3 266.1 101.4 36.6 13.3 0.6 204.2 27.4 7.8 1.7 0.6

h=17.9715 h=—–

g=5.7530 g=—–
d2 = 1.25 [2]

d1 = 0.1 SZ
800.0 569.3 250.1 88.8 29.6 10.2 0.9 192.2 23.9 6.8 1.8 1.0

h=17.9715 h=—–

g=3.3527 g=—–
d2 = 1.90 [3]

표 5.2 FSR과 VSI 다변량 슈하르트 관리도의 평균 SSATS (p = 4, n = 1, ρ = 0.9)

δ 0 0.4 0.8 1.2 1.6 2.0 5.0 0 0 0 0 0
µ Σ

ψ 1.0 1.0 1.0 1.0 1.0 1.0 1.0 1.2 1.6 2.0 3.0 10.0

FSR
d1 = 1.0 SZ

800.0 590.5 290.8 123.9 52.5 23.4 0.7 165.5 18.1 5.9 1.7 0.6

h=17.9715 h=—–

g=—– g=—–
d2 = 1.0 [1]

VSI

d1 = 0.1 SZ
800.0 578.3 266.1 101.4 36.6 13.3 0.6 149.3 13.2 3.8 1.2 0.6

h=17.9715 h= —–

g=5.7530 g=—–
d2 = 1.25 [2]

d1 = 0.1 SZ

800.0 569.3 250.1 88.8 29.6 10.2 0.9 140.4 11.7 3.5 1.3 0.9
h=17.9715 h=—–

d2 = 1.90 [3]
g=3.3527 g=—–

6. 표에 대한 결론

6.1. FSR 관리도

표 5.1-표 5.3에서 µ의 이동인 경우, 행 [1]에 있는 SZ와 SZ2의 조합관리도는 SZ관리도에 비하여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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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FSR과 VSI 다변량 슈하르트 관리도의 평균 SSATS (p = 4, n = 4, ρ = 0)

δ 0 0.4 0.8 1.2 1.6 2.0 5.0 0 0 0 0 0
µ Σ

ψ 1.0 1.0 1.0 1.0 1.0 1.0 1.0 1.2 1.6 2.0 3.0 10.0

FSR

d1 = 1.0
SZ

799.9 411.7 105.9 27.9 9.4 4.2 2.0 195.7 26.5 8.7 2.8 2.0

h=16.2578 h=60.7308&

d2 = 1.0
SZ2

g=—– g=—–
[1]

VSI

d1 = 0.1

SZ

800.1 386.3 80.8 15.8 4.8 2.9 2.5 166.6 16.2 5.1 2.7 2.5

h=16.2578 h=60.7308

&

g=6.9951 g=22.7388
d2 = 1.25

SZ2

[2]

d1 = 0.1

SZ

800.0 367.3 68.2 12.9 5.1 4.0 3.7 147.9 13.7 5.4 3.8 3.7

h=16.2578 h=60.7308

&

g=4.4939 g=15.3007
d2 = 1.90

SZ2

[3]

이동에 대하여는 효과적이나 작은 이동에 대하여는 비효율적이다. σ증가를 탐지하는데 SZ와 SZ2의 조

합관리도는 SZ관리도에비하여작은증가에대하여는효율적이나큰증가에대하여는비효율적이다.

6.2. 가변추출간격을 갖는 슈하르트 관리도

표로부터 VSI SZ관리도가 µ의 중간 정도의 이동을 탐지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 예

로서 행 [1]에 있는 FSR SZ관리도는 크기 δ = 2.0의 µ의 이동을 탐지하는데 평균 23.4시간이 소요되나

행 [3]의 (d1, d2) = (0.1, 0.9)를 갖는 VSI 관리도는 평균 10.2시간이 소요된다. σ의 증가를 탐지하는데

VSI 관리도가 더 효율적이다. 예로서 FSR SZ관리도는 크기 ψ = 2.0의 σ의 증가를 탐지하는데 평균

12.0시간이 소요되나 행 [3]의 (d1, d2) = (0.1, 1.9)를 갖는 VSI 관리도는 평균 6.8시간이 소요된다. 그

러나 VSI 관리도는큰이동에대하여는비효율적이다.

n = 4일때 VSI SZ와 SZ2의조합관리도는작은이동에대하여매우효율적이다. 예로표 5.3에서크

기 δ = 1.2의 µ의이동을탐지하는데행 [1]에있는 FSR SZ와 SZ2의조합관리도는평균 27.9시간이소

요되나행 [3]의 VSI SZ와 SZ2의조합관리도는평균 12.9시간이소요된다.

공정에서 변화가 있을 때 VSI 관리도의 사용은 매우 효율적이며 만약 d1이 작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신속히얻을수있다.

6.3. 추출간격 선택

표 5.1-표 5.3에서 VSI 관리도에대한 SSATS는두개의긴추출간격 d2 = 1.25d와 d2 = 1.9d에대한

값이다. 기대하는 바와 같이 d2 = 1.25d는 큰 이동에 d2 = 1.9d는 작은이동에 효율적이다. 전반적으로

좋은 효율을 얻기 위하여 d2값은 d2 = 1.25d와 d2 = 1.9d사이의 값이 합리적이 값이다. VSI 관리도에

서짧은간격 d1은가능한작을수록최상이다. 표에서 d1 = 0.1d이다.

6.4. 표본크기 n의 선택

작은 표본을 자주 뽑는 것이 좋은지 혹은 큰 표본을 덜 자주 뽑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자. 여기

서 비 n/d는 상수로 가정 하자. 예로써 만약 FSR 관리도가 사용되면 매 d = 1시간 마다 n = 1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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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d = 4시간 마다 n = 4 표본, 매 d = 8시간 마다 n = 8 표본을 취하는 것이 최상이냐? Hawkins와

Olwell (1998), Reynolds와 Stoumbos (2004a, 2004b, 2005)는이이슈를일변량셋팅에서연구하였고,

Reynolds와 Cho (2006)는 다변량 셋팅에서 연구하였다. 얻어진 결론은 최상의 표본추출 패턴은 사용

할관리도의형태에의존한다.

슈하르트 관리도는 n과 d의 선택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n의 작은 값은 큰 이동을 탐지하는데 좋고,

n의큰값은작은이동을탐지하는데좋다. 작은이동과큰이동둘다를탐지하기위하여 n = 4와같은

n의중간값정도가합리적인타협값이될것이다.

VSI 슈하르트 관리도에서 n 선택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 5.1의 행 [2]와 [3]에 있는 n = 1과

d = 1을갖는 VSI SZ관리도와표 5.3의행 [2]와 [3]에있는 n = 4과 d = 4을갖는 SZ와 SZ2의조합관

리도를 비교한다. n = 1을 사용하는 것이 µ혹은 σ에서 큰 이동을 탐지하는 것에 좋고, n = 4을 사용하

는 것이 작은 이동을 탐지하는 것에 좋다. 수치 결과가 표에는 없지만 n = 8와 같은 n의 큰 값을 사용

하는것이작은이동을탐지하는능력을향상시키지만큰이동을탐지하는능력을해친다. 따라서 FSR

슈하르트 관리도와 같이 작은 이동과 큰 이동 둘 다를 탐지하기 위하여 n = 4와 같은 n의 중간 값 정도

가합리적인타협값이될것이다.

7. 결론

본 연구는 평균벡터 µ와 표준편차벡터 σ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변량 슈하르트 관리도에서

VSI 사용의 성능을 조사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평균벡터에서 작은 이동과 큰 이동, 표준편차

벡터 σ에서 작은 혹은 큰 증가를 탐지하는데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주요 관심사가 특별한 이동 방향

에있는것은아니다.

VSI 사용은 µ 혹은 σ에서대부분의이동에대하여슈하르트관리도의성능을크게향상시킨다. VSI

사용은 짧은 추출간격 d1이 매우 작을 때 가장 큰 성능 향상을, d1이 아주 작지 않을 때도 상당한 성능

향상을가져온다.

슈하르트 관리도에 대하여 n > 1을 선택하는 것이 성능을 가장 크게 향상 시킨다. 따라서, VSI 관리

도에서최상의 n 선택은표준 FSR 관리도의경우에서결론과거의유사하다.

최상의 성능을 갖는 구조에 대한 본 연구의 논의는 모든 구조들이 관리 상태에서 똑 같은 평균 표본

추출비를 갖는 다는 가정 하에서 가장 작은 SSATS를 갖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어떤 경우에서는, VSR

관리도를사용하는동기가공정모수의변화를탐지하는적당한능력을유지하면서표본추출비용을절

감하는 것이다 (Baxley, 1995; Reynolds, 1996). 만약 현재 사용 중인 구조가 매 d = 4시간당 n = 4표

본을 추출하는데 근거한 FSR 구조라면, 샘플 추출비율은 매 시간당 1.0표본이다. 1시간당 0.5표본을

취하는 표본 추출비율을 갖는 VSR 구조로 바꾸면 표본 추출 비용을 50% 절감하면서 대략적으로 모수

이동을탐지하는능력은근사적으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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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variable sampling interval multivariate con-

trol charts that can offer significant performance improvements compared to standard

fixed sampling rate multivariate control charts. Most research on multivariate control

charts has concentrated on the problem of monitoring the process mean, but here we

consider the problem of simultaneously monitoring both the mean and variability of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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