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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ALC 경도예측에

관한 연구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Hardness Prediction Research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김 광 수*․백 승 훈**

Abstract

In the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manufacturing process, if the

pre-cured semi-cake is removed after proper time is passed, it will be hard to

retain the moisture and be easily cracked.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took the

research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or

the prediction the hardness that is the control standard of the removal time.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the

V/T(Vibration Time), V/T movement, expansion height, curing time, placing

temperature, Rising and C/S ratio and the Dependent variables, the hardnes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first, we calculated regression equation by the regression analysis,

then we tried phased regression analysis, best subset regression analysis and

residual analysis.

At last, we could verify curing time, placing temperature, Rising and C/S ratio

influence to the hardness by the estimated regression equation.

*  한국교통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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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져 관련된 변수(variables)들

간에 상호 관련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공학문제나 경영·사회과학 문

제 등을 다루면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description)하

거나 예측(prediction) 또는 추정(estimation)을 하는 것은 흔히 발생되면서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들 자료의 관계를 밝히는 기법의 개발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그중 하나인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회귀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

영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있다[1].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른 건물자중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구조물의 중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 구조용 재료인 경량콘크리트 제품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경량콘크리트는 크게 경량골재콘크리트, 경량기포콘크리트, 무세골재

콘크리트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경량기포콘크리트(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는 외국에서는 이미 범용화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경량블록 등의 건식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다[3].

ALC는 오토크레이브로 고온·고압하의 양생 과정을 거쳐 구조적으로 안정한 판상

구조의 토버모라이트(Tobermorite)결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량의 제품을

의미한다. ALC의 국제적인 학술용어는 AAC(Autoclaved aerated concrete)이며 이는

혼화제와 같은 화학물질로 콘크리트 내의 기포를 생성하여 자연 양생한 기포콘크리트

와는 구별된다. ALC의 밀도는 0.5~0.7g/㎤의 경량으로 체적의 대부분을 기포로 구성하

며 기포는 그 크기에 따라 거대기공과 미세기공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포는 전체 체적

의 70~80%를 차지하며 구성물은 단지 20~30% 밖에 되지 않아 단열성, 내화성, 차음성

등이 우수하다[3].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우수한 장점을 지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한 시장 환경

하에서 건강하게 생존하고 영속적인 경영활동과 경쟁력,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ALC 제조공정은 원료의 분쇄 및 조합, 보강재의 준비, 혼합, 타설, 예비양생, 탈형

및 절단, 양생의 7단계로 분류된다[2]. ALC 제조공정 중에서 예비양생이 완료된 반

경화제품(cake)인 상태에서 탈형을 실시하고 있다. 만일 적절한 탈형 시기가 지난 후

에 탈형을 실시하면 보습력이 떨어지고 절단 시 피아노선이 절단되어 제품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절단 시 에는 반 경화제품의 적정온도, 양단부의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반 경화제품의 표면으로부터 표면마감상태를 고려하여 표면절

단을 실시한다[2]. 이렇기 때문에 경도를 측정하여 탈형 시기를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형 시기의 관리기준이 되는 경도에 관한 예측을 하기 위해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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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에 상호관련성을 찾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도에

대하여 다른 변수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어느 변수의 변화가

원인이 되고 어느 변수의 변화가 결과적인 현상인지를 분석하여 경도예측에 따른

ALC 제조공정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1.2.1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1) 연구대상

ALC 제조공정 중 예비 양생된 반 경화제품(cake)의 경도 (hardness).

(2) 측정방법

동일한 배합 비를 기준으로 타설 한 경량기포콘크리트 슬러리의 경화 진행과정을

독립변수별로 조건을 달리하여 독립변수별 변화에 따른 반제품의 경도를 측면 부 바

닥으로부터 25㎝ 위쪽을 설비용량 0∼20kgf이 측정 가능 한 경도측정기기(push pull

gauge)로 경도를 측정한다[6].

1.2.2 사용 재료 및 변수 데이터의 조건

(1) 사용 재료의 화학적 성질은 <표 2.1>과 같다.

<표 2.1> ALC 원·부자재의 화학적 성질

항목 화학적 성질

규석 분말
SiO2 함량 : 90%이상,

불순물(Al2O3+Fe2O3) : 7%이하

생석회
CaO 함량 : 90%이상,

불순물(SiO2+R2O3+MgO) : 3.2%이하

시멘트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석고 CaO 함량 : 28%이상

알루미늄 분말 H2가스 발생량 : 63.0~77.5 ㎖

(2) 변수 데이터의 조건은 <표 2.2>와 같다.

<표 2.2> 변수 데이터의 조건

변수 항목 구성요소의 범위

A1 V/T (Vibration Time) 대기 30, 40 s

A2 V/T (Vibration Time) 동작 60, 70 s

A3 발포 높이 650 ~ 690 mm

A4 경화 시간 3:12 ~ 3:39

A5 타설 온도 44.9 ~ 47.2 ℃

A6 Rising 320 ~ 361 mm

A7 C/S비 0.489 ~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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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데이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데이터는 <표 2.3>과 같다.

<표 2.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데이터

구

분

독립변수 종속

변수A1 A2 A3 A4 A5 A6 A7

V/T 대기 V/T 동작 발포 높이 경화 시간 타설 온도 Rising C/S비 경도

1 40 70 670 3:21 46.1 339 0.504 10.0

2 40 70 660 3:21 46.8 330 0.506 10.4

3 40 70 665 3:23 46.6 335 0.504 10.5

4 40 70 665 3:24 46.3 333 0.505 12.0

5 40 70 675 3:25 46.4 344 0.506 11.4

6 40 70 660 3:25 46.5 330 0.503 10.0

7 40 70 675 3:26 46.8 344 0.503 11.0

8 40 70 670 3:24 47.1 339 0.504 10.2

9 40 70 675 3:24 47.2 345 0.507 10.8

10 40 70 660 3:18 46.3 330 0.491 8.5

․

․

․

62 30 60 675 3:24 45.4 345 0.493 8.4

1.2.4 분석방법

Minitab 16버전 한글판으로 수집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특정 변수의 변화와 다른 변수의 변화가 가지는 수학적 선형의 함수식을 파악함으

로써 상호관계를 추론하는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2. 다중회귀분석

2.1 다중회귀분석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두 개 이상의 변수가 포함된 회귀모형을 다중회귀 모형이라 하며, 이때 자료들이 선

형적인 관계에 있으면 다중선형 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이라고 한다.

 개의 변수    ⋯에 대한 관측치를 라 하고, 다중회귀 모형을 일반식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

     ⋯   (1.1)

다중 선형회귀모형에서 는 축 절편을 나타내며 는 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한 후에 변수 의 증분에 따른 종속변수 의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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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을 나타내는 값으로 번째 회귀계수라고 부른다. 즉, 다중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

은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할 때 의 1단위 변화하는

데 따른 의 변화량을 의미한다[5].

같은 방법으로 의 값은 모든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할 때 의 1단위 변화에 따

른 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분석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데이터   ⋯   를 이용하여 설정한 다중선

형회귀모형

      ⋯       ⋯  (1.2)

에서 필요로 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5].

① 독립변수   ⋯  는 고정된 상수이다.

② 오차항 의 평균은 0, 분산은 이며 서로 독립이다.

③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  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s)로서 모수 추정에 의해

주어진 자료로부터 구한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예측 식은 다음과 같다[1].


 

  ⋯  (1.3)

2.2 최소자승법

모수 추정에는 최소자승법이 사용되며, 만약 번째 관측자료에 대한 관측치를 라

고 하면,

     ⋯  

  
  



       ⋯  (1.4)

이때 오차의 자승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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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식 (1.5)를 최소화하는   ⋯  의 값을 
 ⋯ 으로 두면 이들은 다음 식

을 만족한다[1, 4].



    ⋯   
   ⋯ 

 
  






 



  



    ⋯   
   ⋯ 

 
  






 



   (1.6)

    ⋯ 

식(1.6)을 최소자승 정규 방정식(least squares normal equations)이라 한다[1, 4].

이 연립방정식에서 추정치를 구하여 앞서 말했던 식(1.3)와 같은 예측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보다 간단하게 행렬로 표시하면,

      (1.7)

와 같이 행렬로 표시되고, 이때

       ⋯   ′ 
       ⋯   ′  (1.8)

       ⋯   ′

그리고

 











   ⋯ 


⋮



⋮
 ⋯ 

⋮ ⋮ ⋮
   ⋯ 

(1.9)

이다. 여기에서 최소자승 추정량(least square estimator)        ⋯  ′ 을 구

하기 위해서는

  ′ 
  



 
   ′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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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10)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다음 식을 만족한다.



 ′ 
     ′    ′   (1.11)

식(1.11)을 만족해야 한다.

이때 의 추정량 는 다음과 같다[1, 4].

   ′    ′  (1.12)

2.3 잔차분석

회귀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분석(residual analysis)을 한다.

즉, 특정한 잔차가 타 잔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회귀분석에 있어서 그

해당하는 자료가 모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중 회귀모형을 데이터에 적합 시켜 얻은 추정식의 값

 
 

  


      ⋯ 

과 의 차    
  를 잔차(residual)라고 하며, 잔차를 검토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잔차들의 성질에 대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

중회귀모형      에서 오차항 는          ⋯      ⋯ 

으로 서로 독립이다[1].

(1) 잔차들은 서로 독립관계를 가지며 합은 0이다.

(2) 추정된 회귀식 와 잔차 는 서로 독립이다.

(3) 잔차 들의     ⋯  에 의한 가중 합(weighted sum)은 0이다.

즉, 
  



     ⋯ 

(4) 잔차들의 에 의한 가중 합은 0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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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중 회귀분석의 절차

다중회귀분석의 절차는 다음 <그림 2.1>과 같다[5].

<그림 2.1> 다중 회귀분석의 절차

2.4.1 자료의 탐색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한다는 가정

이 있다. 그 때문에 산점도나,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

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4.2 회귀분석 수행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구분하고, 독립변수의 수나 종속변수의 형태에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여러 복잡한 모

형이 만들어진다.

(1) 회귀 분석

일반적인 최소 제곱법에 의한 단순 회귀분석 또는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에 이용된다.

(2) 단계적 회귀 분석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를 선택하거나 제거하여 최적의 모형을 식별하기 위한 경우

에 이용된다.

(3) 최량 부분 집합

지정한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독립변수를 구성하기 위한 경우

에 이용된다.

(4) 적합선 그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직선관계가 아니라 곡선인 경우에 이용된다[5].

(5) 부분 최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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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나 독립변수의 수가 관측된 데이터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유용하다.

(6)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이용된다.

2.4.3 모형 선정

회귀함수의 적합성,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및 추정, 반응변수의 변화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를 선정한다.

2.4.4 모형의 검토

추정된 모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잔차 분석을 실시한다.

2.4.5 결론 및 예측 활용

회귀모형 및 계수들의 유의성이 입증된 후 추정된 회귀식을 통하여 모형을 해석하

고, 독립변수의 값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5].

3. 경량기포콘크리트(ALC)

3.1 ALC의 역사

ALC라는 용어는 1950년대 말 유럽의 기술이 일본으로 도입될 때 일본에서 만들어

진 용어로서 현재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등 주로 동남아시아

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그 이외의 전 세계국가에서는 AAC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며, ALC가 본격적으로 개발, 일반화된 독일에서는 현재 Porenbeton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Cellular Concrete로도 불리고 있다.

ALC는 혼화제와 같은 화학물질로 콘크리트내 기포를 생성하여 자연 양생한 기포콘

크리트 (Foam Concrete) 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제품이다[9].

북유럽의 국가들은 한 냉한 기후조건에 따라 우수한 단열성능과 시공 상 기후제약

요소가 적은 건축자재의 필요성에 맞춰 개발되어 사용되다가 건축현장 에서 본격적으

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전후복구사업을 위해 1945년부터 독일의

Josep Hebel에 의해 Hebel사가 설립된 후 부터다. 그 이후 주변 유럽국가로 보급되였

으며, 품질 및 생산설비의 개발이 꾸준히 발전되어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용

되고 있다. 일본은 동경대지진 이후 내지진성 및 내화성이 탁월한 건축자재의 필요성

에 맞춰 1960년대 초 유럽의 기술을 전수받아 생산해오고 있으며, 특히 조립식부재인

ALC패널공법을 집중 개발하여 고베 지진 시 ALC건축물의 탁월한 내진성이 입증된

바 있다[9].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ALC 경도예측에 관한 연구 김 광 수․백 승 훈

126

3.2 ALC의 제조

ALC (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는 발포제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무

수한 기포를 독립적으로 분산시켜 중량을 가볍게 한 기포콘크리트의 일종으로 블록과

사전에 철근이 보강된 패널형태로서 생산되고 있다. ALC는 석회질, 규산질 원료와 기

포제 및 혼화제를 주원료로 물과 혼합하여 슬러리를 만든 후 고온고압(180℃, 10Kg/

㎠)의 오토클레이브(Autoclave)에서 증기양생 과정을 거쳐 구조적으로 안정된 판상구

조(板狀構造)의 토벌모라이트(Tobermorite)결정을 이루는 과정으로 제조된다[2].

<그림 2.2> ALC 제조공정[7]

(1) <그림 2.2> ALC 제조공정도의 공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재료 배합

기본적인 원료는 물과 배합되어 슬러리(Slurry)형태로 되며, 여기에 소량의 알루미늄

분말을 첨가한다.

② 철근배근 및 타설

패널의 강도 유지를 위해 철근이 배근되며 방청처리 후 몰드에 세팅하여 원료슬러

리가 타설된다.

③ 절단

몰드속의 슬러리가 충분히 경화되면 몰드를 해체시킨 후 절단공정으로 이동, 절단기

기에 의해 필요한 규격으로 절단된다.

④ 증기양생

절단이 완료된 제품은 고온고압 양생기로 이동하여 고온고압으로 증기양생을 거치

게 된다.

⑤ 품질검사 및 출하

증기양생 완료 후 양생기에서 나온 제품은 품질관리 검사를 한 후 포장하여 출하한다[7].

3.3 ALC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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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내화성

ALC는 무기질 소재로 불에 타지 않으며 화재 시에도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고

층건물이나 대단위 아파트 등 안정성이 강조되는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아주 적합 하다.

3.3.2 단열성

ALC는 제품 내부에 포함되어있는 70%의 미세한 독립기포가 열의 전도를 강력하게

차단하므로 일반 콘크리트보다 10배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한다.

3.3.3 경량성

목재와 거의 같은 중량의 ALC(비중 : 0.5)는 일반 콘크리트 무게의 4분의 1 정도로

가벼워 건물전체의 경량화와 함께 시공효율, 인력절감 등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초

경량의 미래형 건축자재이다[8].

3.3.4 차음성

ALC는 가벼우면서도 차음성과 흡음성이 뛰어나 소음이 심한 도심지의 오피스빌딩

이나 주거용 건물 등의 내·외벽재로 좋다. 특히, 석고보드 등 다른 자재와 조합하여 사

용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3.3.5 평활성

ALC만의 특수공법(진동절단)으로 생산, 사인펜으로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표면

이 평활하다. 이 평활성은 건물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방수제나 외벽 마감재의

부착성을 높이며, 이외에도 건물내부를 간단히 시공했을 경우에 분가루의 떨어짐이 적

어 내장 마감재의 선택과 도색작업 등에 따른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

3.3.6 시공성

ALC는 가벼우면서도 목재와 같이 쉽게 절단 가공되므로 시공이 간편하고 제품의

규격화와 표준화와 건식공법에 의한 시공으로 공사기간의 단축은 물론 공사비용도 대

폭 절감 할 수 있는 자재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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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C 제조공정 경도예측

4.1 다중 회귀분석

<표 4.1> 다중 회귀분석 결과

회귀 방정식은

경도 = - 88.8 - 0.0056 V/T대기 - 0.0036 V/T동작 + 0.037

발포높이 + 84.1 경화시간 + 0.256 타설온도 - 0.054 Rising

+ 137 C/S비

예측 변수 계수 SE 계수 T P

상수 -88.81 38.35 -2.32 0.024

V/T대기 -0.00561 0.02385 -0.24 0.815

V/T동작 -0.00361 0.01875 -0.19 0.848

발포높이 0.0374 0.1206 0.31 0.757

경화시간 84.13 28.90 2.91 0.005

타설온도 0.2560 0.1860 1.38 0.174

Rising -0.0540 0.1225 -0.44 0.661

C/S비 137.19 21.74 6.31 0.000

S = 0.481256 R-제곱 = 89.9% R-제곱(수정) = 88.6%

<표 4.1>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 회귀 계수의 유의성을 보면 경화시간, C/S비는

p-값이 0.005, 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V/T대기, V/T동작, 발포높이, 타설온도,

Rising은 p-값이 각각 0.815, 0.848, 0.757, 0.174, 0.661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유

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ALC 제조공정 경도 실험에 대하여 추정된 회귀 방정식은 경도 = - 88.8 - 0.0056

V/T대기 - 0.0036 V/T동작 + 0.037 발포높이 + 84.1 경화시간 + 0.256 타설온도 -

0.054 Rising + 137 C/S비이다.

4.2 회귀모형의 적합성 평가

4.2.1 결정계수  와 수정 결정계수  

회귀 제곱합이 전체 제곱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계수라고 하며  으로 표기한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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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수의 범위는 0과 1 사이의 실수이며 결정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현재

고려하고 있는 다중 선형회귀모형의 독립변수들에 의하여 종속변수의 변동이 설명되

는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2.2 분산분석표의 F-검정

분산분석표는 종속변수의 전체 변동량을 나타내는 총 제곱합을 회귀 제곱합과 오차

제곱합으로 분해하고 그들의 관계를 정리한 표이다.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통하여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한지를 검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분산분석표를 통하여 현재 연구자가 고려하고 있는 회귀모형 자체의 유의성을 검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5].

4.2.3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정의

      ⋯     : 다중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다중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4.2.4 유의수준

유의수준을 0.05로 정한다.

4.2.5 p-값 산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다중 선형회귀모형이 과연

타당하며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변동

량을 나타내는 전체 제곱합을 회귀 제곱합과 오차 제곱합으로 나누고 그의 관계를 정

리한 <표 4.2>이 분산분석표(Analysis of Variance Table)이다.

<표 4.2> 분산분석표

다중 회귀모형에서도 역시 MSR이 MSE 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크면 다중 회귀모

형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의하다고 판단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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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 결정

<표 4.3> 분산분석 결과

출처 DF SS MS F P

회귀 7 111.869 15.981 69.00 0.000

잔차 오차 54 12.507 0.232

전체 61 124.375

<표 4.3> 분산분석 결과 p-값이 0.000으로 회귀식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LC 제조공정 경도 실험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모형 자체는 유의

하지만 독립변수 중 경화시간, C/S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정된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못하므로 다중회귀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량부분적합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4.3 단계적 회귀분석

4.3.1 전진 선택법 (Forward Selection Method)

전진 선택법의 첫 단계에서는 상수항만으로 이루어진 모형으로부터 시작하여 추가

되는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정통계량 T-값(또는 부분

F-값)을 가장 크게 하는 변수 하나를 찾는다. 그 변수를 X(1)이라고 하자. 이때 X(1)

에 관한 부분 F-검정에 대한 p-값이 유의수준 α보다 작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상수항만의 회귀모형이 선택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수항과 첫 단

계에서 선택된 X(1)을 회귀모형에 포함시키고 아직 선택되지 않은 변수들 중에서 부

분 F-값을 가장 크게 하는 변수를 하나 찾는다. 이를 X(2)라고 할 때 X(2)에 관한 부

분 F-검정에 대한 p-값이 유의수준 α보다 작으면 X(2)를 모형에 포함시킨 후 다음 단

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상수항과 X(1), X(2)을 독립변수로 하는 축소모형이 선

택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추가적으로 선택되는 독립변수에 대한 부분 F-검정이 유의

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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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단계적 회귀분석 - 전진 선택법 결과

단계적 회귀: 경도 대 V/T대기, V/T동작, 발포높이,

경화시간, 타설온도, Rising, C/S비

전진 선택 입력할 변수를 위한 알파: 0.05

7개의 예측변수 (N = 62) 에서 반응은 경도

단계 1 2 3

상수 -90.34 -77.38 -73.29

C/S비 201 152 153

T-값 17.75 10.90 11.32

P-값 0.000 0.000 0.000

경화시간 79 91

T-값 4.80 5.46

P-값 0.000 0.000

Rising -0.0180

T-값 -2.33

P-값 0.024

S 0.576 0.493 0.475

R-제곱 84.00 88.49 89.47

R-제곱(수정) 83.73 88.10 88.93

Mallows C-p 27.9 5.8 2.5

ALC 제조공정 경도 실험에 대하여 3단계에 걸쳐 전진 선택법(Forward Selection

Method)을 진행시켰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P-값으로 이 값이 α값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는 상수항과 C/S비가 회귀모형에 포함된다. R-제곱이 84.00%이다. 2단계

에서는 경화시간이 회귀모형에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R-제곱이 88.49%이다. 3단계에서

는 Rising이 회귀모형에 추가로 포함되어 R-제곱이 89.47%이다. R-제곱(수정)은

83.73%에서 88.93%로 5.2% 증가하였다.

Mallows C-p 통계량은 적합치의 평균 제곱 오차와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Mallows C-p가 작은 값이면 모형이 실제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미래 반응 값을 예측

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다(분산이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5].

결과적으로 7개의 예측변수에 대해 전진 선택법을 수행한 결과 C/S비, 경화시간,

Rising만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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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후진 제거법 (Backward Elimination Method)

후진 제거법의 첫 단계에는 완전모형으로 시작하여 하나의 변수가 제거되었을 때

부분 F-값이 가장 작은 변수를 찾는다. 그 변수를 X(k)이라고 하자.

이때 X(k)에 대한 F-검정의 p-값이 유의수준 α보다 크면 X(k)를 제거하고 다음 단계

로 넘어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제거된 X(k)을 제외한 회귀모형에서 또 하나의 변

수가 제거되었을 때 부분 F-값이 가장 작은 변수를 찾는다.

이 변수에 관한 부분 F-검정의 p-값이 유의수준 α보다 크면 이 변수를 추가적으로

제거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X(k)만을 제거한 축소모형이 선택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제거될 설명변수에 대한 부분 F-검정의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

을 때까지 반복한다[5].

ALC 제조공정 경도 실험에 대하여 5단계에 걸쳐 후진 제거법 (Backward

Elimination Method)을 진행시켰다.

<표 4.5> 단계적 회귀분석 - 후진 제거법 결과

단계적 회귀: 경도 대 V/T대기, V/T동작, 발포높이, 경화시간, 타설온도, Rising, C/S비

후진 제거 제거할 변수를 위한 알파 0.05

7개의 예측변수 (N = 62) 에서 반응은 경도

단계 1 2 3 4 5

상수 -88.81 -86.39 -85.48 -76.39 -73.29

V/T대기 -0.006 -0.003

T-값 -0.24 -0.15

P-값 0.815 0.880

V/T동작 -0.004

T-값 -0.19

P-값 0.848

발포높이 0.04 0.03 0.03

T-값 0.31 0.27 0.26

P-값 0.757 0.787 0.794

경화시간 84 87 90 89 91

T-값 2.91 3.43 5.23 5.33 5.46

P-값 0.005 0.001 0.000 0.000 0.000

타설온도 0.26 0.24 0.23 0.24

T-값 1.38 1.54 1.55 1.60

P-값 0.174 0.130 0.128 0.116

Rising -0.0540 -0.0472 -0.0458 -0.0157 -0.0180

T-값 -0.44 -0.41 -0.40 -2.02 -2.33

P-값 0.661 0.687 0.692 0.048 0.024

C/S비 137 136 135 136 153

T-값 6.31 6.44 7.61 8.07 11.32

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S 0.481 0.477 0.473 0.469 0.475

R-제곱 89.94 89.94 89.93 89.92 89.47

R-제곱(수정) 88.64 88.84 89.03 89.21 88.93

Mallows C-p 8.0 6.0 4.1 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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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의 모형은 상수항과 V/T대기, V/T동작, 발포높이, 경화시간, 타설온도, Rising,

C/S비 모두 들어가는 모형이다.

2단계에서는 p-값이 가장 큰 V/T동작이 제거되었다.

3단계에서는 V/T대기가 p-값이 크기 때문에 제거된다.

4단계에서는 발포높이의 p-값이 0.794로 가장 크기 때문에 제거되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타설온도의 p-값이 0.116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제거되고 나머

지 예측변수들의 p-값이 유의수준(α) 0.05보다 큰 값을 가진 예측변수가 없으므로 경

화시간, Rising, C/S비만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5단계에서 끝이 나고 그 때의 R-제곱은 89.47%, R-제곱(수정)은 88.93%이다.

결과적으로 7개의 예측변수에 대해 후진 제거법을 수행한 결과 경화시간, Rising,

C/S비만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선택되었다. 이 결과는 앞서 전진 선택법을 이용하여

변수 선택을 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이다.

4.4 최량 부분 집합

최량 부분 집합에서는 예측변수로 가장 적합도가 높은 회귀 모형을 찾아낸다.

<표 4.6> 최량 부분 집합 결과

최량 부분 집합 회귀 분석: 경도 대 V/T대기, V/T동작, 발포높이, 경화시간, 타설

온도, Rising, C/S비

R

V V i

/ / 발 경 타 s C

T T 포 화 설 i /

Mallows 대 동 높 시 온 n S

변수 R-제곱 R-제곱(수정) C-p S 기 작 이 간 도 g 비

3 89.5 88.9 2.5 0.47519 X X X

3 89.4 88.9 2.7 0.47584 X X X

3 89.2 88.6 4.0 0.48131 X X X

4 89.9 89.2 2.1 0.46897 X X X X

4 89.9 89.2 2.2 0.46934 X X X X

4 89.6 88.8 4.1 0.47738 X X X X

5 89.9 89.0 4.1 0.47285 X X X X X

5 89.9 89.0 4.1 0.47306 X X X X X

5 89.9 89.0 4.1 0.47313 X X X X X

<표 4.6>은 최량 부분 집합 회귀 분석 결과로 모형별 자유 예측 변수 최소값을 3으

로, 모형별 자유 예측변수 최대값을 5로 지정하고 출력할 각 크기의 모형을 3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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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출력된 결과값이다.

결과 값을 분석하기 위해 최량 부분 집합 모형 선택에 근거가 되는 통계량으로는

예측변수 수가 동일할 때는 R-제곱 값이 큰 모형을 선택한다. 예측변수 수가 다른 모

형들과 비교할 때는 R-제곱(수정) 값이 큰 것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는 Mallows C-p가 예측변수의 수와 비슷하면서 작은 모형을 선택한다.

S는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

가 좋다는 의미이다.

ALC 제조공정 경도 실험의 결과 예측변수가 3개인 경우 경화시간, Rising, C/S비를

포함한 모형이, 예측변수가 4개인 경우는 경화시간, 타설온도, Rising, C/S비를 포함한

모형이, 예측변수가 5개인 경우는 발포높이, 경화시간, 타설온도, Rising, C/S비를 포함

한 모형이 가장 좋게 나왔다.

예측변수 3, 4, 5를 비교하면 R-제곱 89.9%인 4, 5변수 중 R-제곱(수정) 89.0%보다

큰 89.2%의 예측변수 4개인 경우의 변수모형을 선택하며, 동일 변수 중 Mallows C-p

값이 2.2보다 작은 2.1, S값이 0.46934보다 작은 0.46897로 적합도가 좋은 4개의 예측변

수 경화시간, 타설온도, Rising, C/S비의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4.5 최종 모형 및 잔차 검정

선택된 모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회귀 분석과 잔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4.5.1 회귀 분석

최종 모형의 회귀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7>과 같다.

<표 4.7> 최종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 분석: 경도 대 경화시간, 타설온도, Rising, C/S비

회귀 방정식은

경도 = - 76.4 + 88.6 경화시간 + 0.238 타설온도 - 0.0157

Rising + 136 C/S비

분산 분석

출처 DF SS MS F

P

회귀 4 111.839 27.960 127.13 0.000

잔차 오차 57 12.536 0.220

전체 61 12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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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변수로 추정된 회귀식을 보면 경도 = - 76.4 + 88.6 경화시간 + 0.238 타설

온도 - 0.0157 Rising + 136 C/S비로 회귀모형이 적합 되었고, 분산분석표의 p-값을

보아도 모형자체가 유의하다.

4.5.2 잔차 분석

다중 회귀모형에서 필요로 하는 잔차 분석 결과는 <그림 4.1>∼<그림 4.4>와 같다.

잔차

백
분

율

1.51.00.50.0-0.5-1.0-1.5

99.9

99

95

90

80

70
60
50
40
30

20

10

5

1

0.1

잔차의 정규 확률 플롯
(반응이 경도입니다)

잔차

빈
도

1.00.50.0-0.5

14

12

10

8

6

4

2

0

잔차 히스토그램
(반응이 경도입니다)

<그림 4.1> 잔차의 정규 확률 플롯 <그림 4.2> 잔차 히스토그램

<그림 4.1>, <그림 4.2>는 잔차 정규 확률도 에서 데이터가 직선에 가까우므로 정

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적합치

잔
차

12111098

1.5

1.0

0.5

0.0

-0.5

-1.0

잔차 대 적합치
(반응이 경도입니다)

관측치 순서

잔
차

605550454035302520151051

1.5

1.0

0.5

0.0

-0.5

-1.0

잔차 대 데이터 순서
(반응이 경도입니다)

<그림 4.3> 잔차 대 적합지 <그림 4.4> 잔차 대 데이터 순서

<그림 4.3>을 통해 잔차의 등분산성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림 4.3>의 경우 어떠한

규칙이나 패턴을 보이지 않고 랜덤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등분산성도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4>을 통해 잔차의 독립성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림 4.4>에서는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C 제조공정 중 예비양생이 완료된 반 경화제품(cake) 탈형 시기의

관리기준이 되는 경도에 관한 예측을 하기 위해 관련된 변수들 간에 상호관련성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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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7개의 독립변수 조건에 따른 62개의 실험 데이터에 대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추정된 회귀방정식은 경도 = - 88.8 - 0.0056 V/T대기 - 0.0036 V/T동작 +

0.037 발포높이 + 84.1 경화시간 + 0.256 타설온도 - 0.054 Rising + 137 C/S비로써 회

귀 계수의 유의성을 보면 경화시간, C/S비는 p-값이 0.005, 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V/T대기, V/T동작, 발포높이, 타설온도, Rising은 p-값이 각각 0.815, 0.848,

0.757, 0.174, 0.661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제곱이 89.9%, R-제곱(수정)값이 88.6%로써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과 p-값이 0.000으로 회귀식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었다.

2) 7개의 예측변수에 대해 전진 선택법을 수행한 결과 C/S비, 경화시간, Rising만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선택되었다. 1단계에서는 상수항과 C/S비가 회귀모형에 포함되어

R-제곱이 84.00%, 2단계에서는 경화시간이 회귀모형에 추가로 포함되어 R-제곱이 88.49%,

3단계에서는 Rising이 회귀모형에 추가로 포함되어 R-제곱이 89.47%로 나타났다.

R-제곱(수정)은 1단계 83.73%에서 3단계 88.93%로 5.2% 증가하였다. Mallows C-p

통계량은 1단계 27.9에서 3단계 2.5로 작은 값일수록 실제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미래

반응 값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정확함을 나타내었다.

3) 후진 제거법 수행 결과 5단계에서 끝이 나고 7개의 예측변수 중 경화시간,

Rising, C/S비만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선택되었다.

R-제곱은 89.47%, R-제곱(수정)은 88.93%로 전진 선택법을 이용하여 변수 선택을

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4) 최량 부분 집합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R-제곱 89.9%, R-제곱(수정) 89.2%,

Mallows C-p값이 2.1, S값이 0.46897인 4개의 예측변수 경화시간, 타설온 도, Rising,

C/S비의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5) 최종 모형으로 선택된 모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회귀 분석과 잔차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추정된 회귀식은 경도 = - 76.4 + 88.6 경화시간 + 0.238 타설온도 -

0.0157 Rising + 136 C/S비로 회귀모형이 적합 되었고, 분산분석의 p-값 0.000으로 모

형자체가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잔차 분석 결과 잔차 정규 확률도에서 데이터가 직선에 가까운 정규분포를, 잔차 대

적합치에서는 규칙이나 패턴을 보이지 않고 랜덤으로 분포되어 등분산성을 만족 시켰

으며, 잔차 대 데이터 순서 그래프는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은 잔차의 독립성을 만

족 시켰다.

본 연구는 ALC 제조공정 전체가 아닌 탈형 및 절단 공정에서 탈형 시기의 기준이

되는 경도에 관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한 제한적 연구로 진행되었지만 향후 ALC의

대중 보편화를 위해서라도 ALC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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