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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결점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계적 공정관리는 생산공정에 널리 사용된다. 결점 수를 모니터링

하는데는 c-관리도가 사용된다. 전통적인 c-관리도는 표본에서 결점의 발생은 포아송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다. 포아송분포에 대한 가정이 맞지 않을 때에는 X-관리도가 사용될 수 있다.

누적합 관리도는 공정의 작은 변화를 찾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Katz

분포족으로부터 생성된 계수자료에 대하여 3시그마 X-관리도와 누적합 관리도의 효율을 평균런의길

이에 근거하여 비교 한다. 즉, 자료가 어떤 분포로부터 생성되었는지 알 수 없을 때, X-관리도와 누적

합관리도를비교하는것이다.

주요용어: 누적합관리도, 카즈분포족, 통계적공정관리, 평균런의길이.

1. 서론

결점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계적 공정 관리는 생산공정에서 널리 사용된다. 그 중에서 c-관리도에

의해 예증되었던 다양한 통계적인 관리도들은 계수자료에 의해 특성화된 공정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

해 발전해 왔다. 이 기법들은 포아송분포가 적당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사용되어

진다. 또한, 많은다양한소프트웨어에서의 c-관리도분석은포아송분포가정에서이용된다.

포아송분포에 대한 가정이 맞지 않을 때에는 X-관리도가 사용 될 수 있다 (Wadsworth 등, 1986;

Heimann, 1996; Wheeler, 1995). X-관리도는설정과방법, 해석하는것이쉽기때문에널리사용된다

(Fang, 2002; Fang, 2003). 누적합 (CUSUM)관리도는 슈하르트 (Shewhart)관리도에 비해 작은 변화

를탐지하는데효율적임이알려져있다 (Reynolds 등, 1990; Im과 Cho, 2009; Na 등, 2010).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Katz 분포족 (Katz family of distributions)으로부터 생성된 계수자료에 대하

여 3시그마 X-관리도와 누적합 관리도의 효율을 평균런의길이(ARL)에 근거하여 비교 한다. 즉, 자료

가어떤분포로부터생성되었는지알수없을때, X-관리도와누적합관리도를비교하는것이다.

2. Katz 분포족

계수자료의분포들은순환되는확률들에의해다음과같이유일하게나타낼수있다.

Pj+1 = f(j,θ)Pj , j = 0, 1, 2, ·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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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θ는 모수 벡터이다. Katz (1963)는 두 개의 모수 θ = (θ1, θ2)를 가지는 시스템으로 다음을 고

려하였다.

f(j,θ) =
θ1 + θ2j

1 + j
, j = 0, 1, 2, · · · (2.2)

여기서 θ1 > 0이고 θ2 < 1이다. 만약에 θ1 + θ2j < 0이면 모든 i > 0에 대해서 Pj+i = 0이 되는 것을

알수있다.

식 (2.1)은일반적으로사용되는순환되는확률시스템이기때문에, Katz 분포족은분포가포아송, 베

르누이 혹은 파스칼 형태를 가지는 단순한 확률 구조를 가진다. 조건이 θ2 < 0이면 모수 N = −θ1/θ2,

P = θ2/(θ2 − 1)를 가지는 이항분포 B(N,P ), 0 < θ2 < 1이면 모수 k = θ1/θ2, p = θ2을 가지는 음

이항분포 NB(k, p), θ2 = 0이면 모수 λ = θ1을 가지는 포아송분포 P (λ)을 발생시킨다 (Johnson 등,

1969; Gurland, 1983). 단순한 확률 구조에도 불구하고, 카즈분포족은 포아송분포에 대하여 동일분포,

과소분포 또는 과대분포의 특성을 가지는 광범위한 분포들을 포함한다. 또한, 평균에 대한 분산의 비율

은다음과같이알려져있다.

r = (1− θ2)
−1. (2.3)

포아송분포는 r = 1을 가지고, 동일한 산포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항분포와 음이항분포는 각각 과소

분포 (r < 1)와과대분포 (r > 1)이다.

관리도의 로버스트성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한, 조건 r = 1의 위배는 포아송분포 가정의 위배로 충분하

기때문에, 비율 r은포아송분포로부터얼마나떨어져있는지그정도의크기를나타내는척도로사용해

도충분하다.

3. 누적합 관리도

누적합 관리도는 과거의 표본으로부터 정보를 누적하기 때문에, 공정의 작은 변동을 감지하기 위해서

는 슈하르트 관리도보다 더 유용하다. 슈하르트 관리도에서, 어떤 시점에서의 공정의 관리 상태에 대한

의사결정은 과거의 자료로부터 관리한계선 추정의 정확성에 의존하고, 고정으로부터 가장 최근 하나의

자료만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누적합 관리도의 의사결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포함하는

모든 이전의 누적합인 Ci 통계량에 의존한다. 이 누적합 관리도는 Page (1954)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

다. 누적합통계량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C+
i = max[0, xi − (µ0 +K)] + C+

i1

C−
i = max[0, (µ0 +K)− xi] + C−

i−1

여기서 K는 허용값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목표 µ0와 우리가 빨리 감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이상상태의

평균 µ1과의차이의절반이다. 따라서, 만약에변동이 µ1 = µ0 + δσ (또는 δ = |µ1 − µ0|/σ)와같이표
준편차로표현된다면, K는변동의절반이된다.

K =
δ

2
σ =

|µ0 − µ1|
2

여기서, C+
i 와 C−

i 는 K보다큰목표값 µ0로부터편차를축적한다. δ은표준편차에서변동의크기를나

타낸다. 만약 C+
i 와 C−

i 중 하나가 의사결정 구간 H를 벗어난다면, 공정은 이상상태라고 판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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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누적합 관리도에서는 다른 관리도처럼 UCL과 LCL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K와 H는

누적합 관리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H = hσ와 K =

kσ로 정의한다. 여기서 σ는 표본분포의 표준편차이다. 일반적으로 h = 4 또는 h = 5, k = 0.5의 사

용은 공정평균에 약 1σ 변동에 대해서 좋은 ARL 특성을 제공한다. h = 4는 ARL=168을 나타내고,

h = 5는 ARL = 465를 나타낸다. 만약 h를 4.77로 선택한다면, 3시그마를 가지는 슈하르트 관리도에

대해서 ARL값이일치하는 ARL= 370 값을제공한다.

4. X-관리도와 누적합 관리도

모수의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포아송분포 (r = 1)에서는 공정의 평균 (µ)과 분산 (σ2)이 같기

때문에, X-관리도의관리상한선 (UCL)과관리하한선 (LCL)은다음과같다.

µ± kσ or µ± k
√
rµ. (4.1)

그리고누적합관리도의관리상한선(UCL)과관리하한선(LCL)은다음과같다.

µ0 ± h
√
rµ. (4.2)

여기서 µ0 = 목표값이다.

5. 관리상태에서 X-관리도와 누적합 관리도의 ARL

표 5.1과 표 5.2는 r의 다섯 개의 다른 수준을 가지는 Katz 분포족에 대한 3-시그마 관리한계를 가지

는 X-관리도와 누적합 관리도의 관리상태에서의 평균런의길이 (ARL)를 나타낸다. r의 수준은 포아송

분포 (r = 1), 두개의과소분포들 (r = 0.75, 0.90), 그리고두개의과대분포들 (r = 1.25, 1.5)이다. 주

어진 r의 값에 대해서, 모수 θ2는 식 (2.3)에 의해서 유일하게 구해진다. 원하는 공정평균을 가지는 분

포는 θ1이 어떤 값을 갖는가에 의해 구해진다. 예를 들어, r = 1.25이라면, θ2 = 0.2이고 θ1 = 0.8µ이

다. 관리상태에서의공정평균의범위는 Ryan과 Schwertman (1997)에서주어진것과같이 5에서 50까

지 하였다. 또한, 누적합 관리도에서는 1시그마의 변동을 감지하기 위해 필요한 k값과 ARL을 구하기

위해, 각공정평균에대해서난수 10,000개를생성하였다. 그리고이과정을 10,000번반복실행하였다.

r = 1 (포아송분포)일 때, 공정평균이 작을 때 (8 이하일 때) ARL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공정평균이 증가함에 따라 ARL값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정규분포의 가정에 바탕을 둔 370

(= 1/0.0027) 주위에 결국 오르내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평균을 가지는 공정에 대해서 보면, 관

리상태에서 모든 ARL값들은 포아송 확률 분포가 이산이기 때문에 이 값으로부터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X-관리도의 관리상태에서의 ARL값들은 포아송 가정하에서 370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적합 관리도에서 Reference 값인 k와 그 때의 ARL값을 구해 주었다. k값을 구한 이유는 누적

합관리도의기본적인개념이 1시그마변동을감지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 어느정도의변동을감지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기 위한 것이다. r의 값에 상관없이 공정평균이 증가할 때 k값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X-관리도와는 달리 누적합 관리도에서는 r이 1, 0.75, 0.9인 경우에는 평균에 상관없

이일정한 ARL값을가짐을알수있다. 그러나 r이 1.25, 1.5인경우에는평균이증가할수록 ARL값이

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또한 r이 1.25, 평균이 6과 7인경우에는 ARL값이각각 13.976, 15.396으로

아주작은값을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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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3시그마 관리한계선을 가지는 X-관리도의 관리상태에서의 ARL

µ r = 1 r = 0.75 r = 0.9 r = 1.25 r = 1.5

5.0 183.4 253.7 310.6 165.2 161.5

6.0 275.6 477.5 176.0 219.7 198.4

7.0 174.9 244.0 288.4 148.1 138.4

8.0 269.0 475.4 470.4 203.6 177.0

9.0 412.1 278.0 302.3 279.9 226.9

10.0 285.7 539.8 498.7 207.2 173.1

20.0 339.7 346.4 294.0 355.5 248.7

30.0 349.9 455.3 335.3 319.5 313.8

40.0 275.4 392.1 464.5 355.0 318.9

50.0 396.7 402.0 429.9 300.9 261.2

표 5.2 누적합 관리도의 관리상태에서의 ARL

µ

CUSUM

r = 1 r = 0.75 r = 0.9 r = 1.25 r = 1.5

k ARL k ARL k ARL k ARL k ARL

5.0 1.118 351.816 0.968 375.798 1.060 354.665 1.250 55.294 1.369 68.716

6.0 1.224 348.984 1.060 370.878 1.162 357.850 1.369 13.976 1.500 81.306

7.0 1.322 340.771 1.145 361.457 1.255 354.313 1.479 15.396 1.620 96.165

8.0 1.414 344.949 1.224 370.385 1.341 352.351 1.581 88.835 1.732 108.649

9.0 1.500 343.581 1.299 362.134 1.423 354.725 1.677 101.174 1.837 120.934

10.0 1.581 344.332 1..369 368.397 1.500 352.279 1.767 110.075 1.936 130.388

30.0 2.738 367.016 2.371 365.844 2.487 359.989 3.062 217.473 3.354 242.299

40.0 3.162 360.581 2.738 370.062 2.904 363.204 3.535 245.394 3.872 267.159

50.0 3.535 363.047 3.061 364.598 3.269 373.338 3.953 268.420 4.330 280.623

6. 이상상태에서 X-관리도와 누적합 관리도의 ARL

공정평균의 이동을 감지하는 X-관리도와 누적합 관리도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리상태에서 같

은 공정평균을 가지는 포아송분포에 대응하는 1/2, 1, 2 표준편차에 의해 이동되었을 때, 5개의 r을 가

지는 공정에 대해서 두 관리도의 ARL값들을 구한다. 즉, 평균 이동이 다양한 분포에 대하여 동일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공정평균이 위쪽으로 1표준편차 이동되었을 때 ARL값들을 구하였다 (표 6.1과 표

6.2).

표 6.1과표 6.2로부터 2개의일반적인결론을얻을수있다. 하나는, X-관리도는공정평균이증가함

에 따라 로버트스성이 증가하는 과소분포나 과대분포의 경우에 포아송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

해 상당히 로버스트하다. 만약에 평균 이동이 1표준편차만큼 위쪽으로 이동하였다면, 대부분의 과소분

포나 과대분포의 공정에 대한 ARL값들은 포아송분포로부터 ARL의 톱니 (saw-tooth)패턴에 의해 대

체로 같은 범위 내에 있다. 둘째, 누적합 관리도는 각각의 r에 대해서, k와 공정평균의 값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값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r의 값이 변하더라도 항상 거의 일정한 값들을 가지고 있다. 즉,

r과 k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과 표 6.2에서 얻은 결과들은 관리 상태에

서 포아송분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언제나 누적합 관리도를 사용하는 것이 ARL측면에

서 X-관리도보다 더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공정평균이 작지 않고, 공정평균이 위쪽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ARL 측면에서 더 좋다. 하지만 r이 1.25, 평균이 6과 7인 경우에는 ARL값이 각각 165.326,

120.119로공정평균변동을감지하는데좋지않다는것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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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공정평균이 1표준편차 상향이동 했을 때 X-관리도의 ARL

µ
X-관리도

r = 1 r = 0.75 r = 0.9 r = 1.25 r = 1.5

5.0 15.4460 18.9475 20.6677 16.1012 19.8837

6.0 20.2256 26.4892 14.5751 22.8663 19.6109

7.0 15.0814 17.3368 19.8862 16.7502 17.1290

8.0 20.0505 30.0296 29.1667 20.1590 22.6827

9.0 26.7262 20.6425 21.6211 24.1877 23.0303

10.0 21.1659 34.7909 29.0431 18.8273 20.6369

20.0 25.4538 27.6392 23.7143 26.9934 26.0083

30.0 27.3475 36.9197 27.8499 26.9742 27.6193

40.0 24.5005 34.5572 34.1939 29.0501 28.4126

50.0 31.6597 34.6219 33.7454 27.2931 24.6886

표 6.2 공정평균이 1표준편차 상향이동 했을 때 누적합 관리도의 ARL

µ
누적합 관리도

r = 1 r = 0.75 r = 0.9 r = 1.25 r = 1.5

5.0 10.0936 10.0884 9.9547 25.158 23.012

6.0 10.0699 9.8737 10.0362 165.326 20.722

7.0 10.1338 10.0218 9.9698 120.119 19.380

8.0 10.0594 9.9794 10.0719 19.7242 18.384

9.0 9.9784 9.9787 10.0234 18.5908 17.591

10.0 10.0576 9.9425 9.9621 17.9596 16.860

20.0 9.9523 9.8639 9.9421 14.5400 14.144

30.0 9.9239 9.9390 9.9233 13.4590 13.060

40.0 9.9458 9.9020 9.8760 12.8647 12.594

50.0 9.9116 9.8516 9.8891 12.5035 12.254

7. 결론

r에 정보를 통합시키는 X-관리도는 동일분포, 과소분포나 과대분포들에 대해서 공정평균이 상대적으

로 클 때 우수하고, 평균의 위쪽으로 이동할 때는 공정평균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더 우수하다. 누적합

관리도는 X-관리도와 마찬가지로 r의 정보를 통합시키기 때문에 X-관리도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

다. 이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는 Katz 분포족에서 분포 및 평균값과 상관없이 X-관리도 보다는 누적합

관리도가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즉, 공정이 r과 µ와 상관없이 관리상태에서 ARL 값이 일정하게 나타

나며, 또한이상상태에서도공정의변화를빨리감지한다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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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tatistical process control, the primary method used to monitor the number of

nonconformities is the c-chart. The conventional c-chart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occurrence of nonconformities in samples is well modeled by a Poisson dis-

tribution. When the Poisson assumption is not met, the X-chart is often used as an

alternative charting scheme in practice. And CUSUM-chart is used when it is desirable

to detect out of control situations very quickly because of sensitive to a small or gradual

drift in the process. In this paper, I compare CUSUM-chart to X-chart for the Katz

family covering equi-, under-, and over-dispersed distributions relative to the Poisso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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