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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정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Shewhart 관리도 기법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지만, 품질 특성치에 대한 엄격한 확률분포를 가정한다. 하지만 현업에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확률분포는 알려진 경우가 많지 않으며, 다변량 데이터로 확장될수록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모수 관리도 기법이 연구되었는

데, 최근 연구되고 있는 비모수 관리도 기법 중 하나인 RBF (Radial Basis Function) 커널 기반의

SVDD (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 관리도는 관리상태 하의 데이터 영역에 대한 경계를 결

정함으로써 공정의 이상상태를 탐지하는 기법으로 K 관리도로 불리우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K 관리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도의 성능을 결정짓는 커널모수 등의 선택이 중요

하며, 관리도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은 격자 탐색법 등을

활용하여 모수를 결정하고 있지만, 선택 가능한 범위에 대한 반복적인 계산으로 최적값을 선택하고 있

어 계산 비용이 커지고 또 시간 등의 문제로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 모의실험을 통해 선택 가능한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비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수 선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구조에

대해강건함을보이는모수의선택과 K 관리도의구성을논의하고실제자료에적용해보았다.

주요용어: 커널모수, K 관리도, RBF 커널, SVDD 관리도.

1. 서론

통계적 공정관리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변량 관리도 기법은 품질 특성치, 즉 데이터가 정규분

포를 따른다는 엄격한 분포 가정을 가지고 있다 (Montgomery, 2009; Cho와 Park, 2013; Jung과 Lee,

2015). 하지만 Cook과 Chiu (1998)와 Polansky (2001) 등에서 언급한대로 현실 공정에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실제 분포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변량 데이터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

운 문제이다. 한편, 분포 가정의 엄격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비모수 관리도 기법이 연구되었는데

(Schilling과 Nelson, 1976; Chakraborti 등, 2001; Bakir, 2006; Kim 등, 2007), 최근에는 관리상태 하

에서의 데이터 영역 (data region)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SVDD 관리도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un과 Tsung, 2003; Kumar 등, 2006; Camci 등, 2008; Kittiwachana 등, 2010; Gani 등, 2010; Kim

등, 2010; Kim 등, 2011; Ge 등, 2011; Liu 등, 2011; Brereton, 2011; Moon과 Lee, 2013; Gani와

Lima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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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DD 방법은 관리상태 하의 다변량 데이터 xi(∈ Rd), (, i = 1, . . . , n) 영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중심

이 a이고 최소의 반지름 R을 갖는 초구 형태의 경계를 구성하여 단일 집단을 분류하는 기법이다 (Tax

등, 1999a, 1999b; Tax와 Duin, 2004). 이 때 초구의 중심 a와 반지름 R의 해는 다음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것으로찾을수있다.

minR2 + C

n∑
i=1

ξi (1.1)

s.t
∥∥xi − a

∥∥2 ≤ R2 + ξi ξi ≥ 0, i = 1, · · · , n

여기서 ξi는 품질 특성치 xi가 초구의 밖에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완화변수 (slack variable)이며,

C는 데이터 영역을 나타내는 초구의 크기에 대한 조율모수 (regulation parameter)이다. C는 미리 선

택되어야 하는 모수이며, 이를 통해 관리상태 하의 품질 특성치가 초구 경계를 벗어나는 비율을 조정할

수있다.

식 (1.1)의 a,R, ξi를 최적화하기 위해 라그랑지 배수를 도입하면 식 (1.2)의 라그랑지 함수를 도출할

수있으며, 라그랑지배수 αi에대한최대화문제로전환된다.

L =
∑
i

αi

(
xi · xi

)
−

∑
i,j

αiαj

(
xi · xj

)
(1.2)

s.t
∑
i

αi = 1, 0 ≤ αi ≤ C, i = 1, · · · , n

식 (1.2)은 Quadratic programming을 통해 최적해 αi를 찾을 수 있으며, 초구의 중심은 a =∑
i αixi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R 프로그램의 solve.QP 함수를 이용하여 최적해를 계산하였다. 최

적화 문제에 대한 라그랑지 함수에 의해 최적해 αi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부여될 수 있다. 식

(1.1)의 제약식에서 품질 특성치 xi가
∥∥xi − a

∥∥2
< R2 + ξi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αi = 0이 되며,∥∥xi − a

∥∥2
= R2 + ξi인 경우에는 αi > 0이 된다. 식 (1.2)의 제약식 0 ≤ αi ≤ C의 상한은 최적해

αi에 대한 xi의 영향을 제한하므로, αi = C인 경우 xi는 초구 경계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αi > 0인 xi는 초구 경계 위 또는 밖에 존재하게 된다. 식 (1.2)의 최대화 문제에서 xi의 대부

분은 αi = 0을 갖는다. 그리고 구의 중심 a에 대해 αi = 0인 xi들은 a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a는

αi ̸= 0인소수의 xi들에의해결정되며, 이 xi들은초구의경계를결정짓고, 이를서포트벡터 (support

vector)라고부른다.

반지름 R은구의중심 a에서부터경계에존재하는서포트벡터중하나까지의거리이며, 다음과같이

계산된다.

R =

√(
xk · xk

)
− 2

∑
i

αi

(
xk · xi

)
+

∑
i,j

αiαj

(
xi · xj

)
(1.3)

여기서 xk는 0 < αk < C인 서포트 벡터이며, 이를 통해 초구의 경계가 C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

인할수있다.

SVDD 관리도는 데이터 xi와 초구의 중심 a까지의 거리를 관리통계량으로 하고, 반지름 R을 관리한

계선으로하여 구성되며, 데이터 영역의 경계를 식 (1.1)에서와 같이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R인 초구

로 구성하므로 데이터의 구조가 초구의 형태인 경우에만 효율적인 기법이다.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데

이터 영역에 대한 초구 경계를 구성하기 위해 커널 함수를 이용하며, 데이터를 고차원 특징 공간으로 연

결하여데이터영역에잘적합하는유연한경계를구성할수있다 (Vapnik, 1998; Cristianini와 Shawe-

Taylor, 2000; Schlköpf, 2000). Sun과 Tsung (2003)은 식 (1.4)의 RBF 커널을 이용하여 간결하고 효

율적인 SVDD 관리도를구성하였는데, 이를 K 관리도라고불렀다.

K(xi,xj) = exp
(
−

∥∥xi − xj

∥∥2

s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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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커널모수를 나타내며, 이 또한 미리 선택되어야 하는 모수이다. K 관리도의 관리한계는 식

(1.3)에 RBF 커널을적용하여다음과같이정의된다.

KR =

√
1− 2

∑
i

αiK
(
xk · xi

)
+

∑
i,j

αiαjK
(
xi · xj

)
(1.5)

이 때, K 관리도의 성능은 식 (1.1)의 C뿐만 아니라 식 (1.4)의 커널모수 s에도 크게 의존하게 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와 s를 K 관리도의 관리모수라고 부르고, 이들의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K 관리도를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때 이들 모수의 선택에 따라 데이터 영역의 크기가 작아

지거나 커지게 되므로, K 관리도 작성 시 이들 모수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Sun과 Tsung

(2003), Wang 등 (2009), Theissler와 Dear (2013)은 최적의 관리모수를 선택하기 위해 격자 탐색법

(grid search method)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관리모수에 대한 범위 선정, 계산 비용, 그리고

시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모수의 설정이 데이터 구조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

는지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다양한 데이터 구조의 영역에 대해 강건한 성능을 보이는 관리모수는

어떻게결정될수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K관리도의 관리모수 C와 s의 선택이 데이터 영역에 대한

경계추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기존의연구결과를요약하고새로운관리모수의선택방법을제시

해 보겠다. 3절에서는 다양한 구조를 갖는 데이터에 대해 새로운 관리모수 선택 방법을 적용한 모의실

험을 실시해 보았으며, 4절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K 관리도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마지

막으로 5절에서는 관리모수 선택과 모의실험 결과, 그리고 실제 자료 분석을 평가해 본 후 향후 과제에

대해논의해보도록하겠다.

2. K 관리도의 관리모수

K 관리도는 관리상태 하의 다변량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거나 실제 분포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영역 경계를 구성함으로써 공정의 이상 유무를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K 관리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모수 C와 s의 선택이 중요하며, 관리도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결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K관리도의 관리모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간편하게

적용할수있는새로운관리모수선택방법을제안해보도록하겠다.

2.1. 관리모수 C

K 관리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영역에 대한 경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경계는

식 (1.3)에서확인한바와같이조율모수 C에의해많은영향을받게된다. C는식 (1.2)의제약식에서

αi의 상한이며, 관리 이탈 데이터에 대해 주어지는 벌점을 의미한다.
∑

i αi = 1이고 0 ≤ αi ≤ 1이므

로, C는다음의영역안에존재하게된다 (Tax와 Duin, 1999c).

1

n
≤ C ≤ 1 (2.1)

여기서 n은 관리상태 하에서의 데이터 개수이다. C가 1이거나 1보다 큰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둘러

싸는 경계를 찾게 되지만, C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경계 밖에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Tax와 Duin, 2004). 따라서 Figure 2.1에서와 같이 조율모수 C의 선택에 따라 K 관리도의 관리한

계가 포함하는 데이터 영역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ax와 Duin, 1999c, 2004; Wang 등, 2009;

Theissler와 Dear, 2013). Tax와 Duin (2004)은 경계를 벗어나는 데이터의 비율, 즉 오류율 f를 다음

과같이표현하였다.

f =
1

nC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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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chotrat 등 (2010)은 f의 효과에 대해 f = 0.1로 구축된 관리한계는 관리상태하의 데이터의 약

90%를 포함하며, f가 0.1에서 0.2로 커지면 경계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데이터에 대한 기각률은 커지게

된다고설명하고있다.

(a) C = 0.05 (b) C = 0.10 (c) C = 1.00

Figure 2.1 SVDD trained on a banana structure data set with different C.

2.2. 관리모수 s

K 관리도는 초구 구조가 아닌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 영역에 대한 경계를 구성하기 위해 커널 함수를

이용한다. 커널함수로는 Linear 커널, Sigmoid 커널, Polynomial 커널, RBF 커널등다양한함수들이

제안되어사용되고있으며, K 관리도에서는식 (1.4)의 RBF 커널이사용되었다. K 관리도의 관리한계

는경계의복잡도를조정하는커널모수 s에의해많은영향을받으며, Tax (2001)는 s의범위를

min
i̸=j

∥xi − xj∥ ≤ s ≤ max
i̸=j

∥xi − xj∥ (2.3)

로 하였다. 커널모수 s는 Figure 2.2에서 알 수 있듯이 서포트 벡터의 개수를 제한하는데, s를 크게 선

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영역 경계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어 근사적으로 초구의 형태를 갖게 되며, 서포

트 벡터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s를 작게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데이터가 서포트 벡터로 선

정되어 최소 크기를 갖게 되지만 과대 적합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Tax와 Duin, 1999c, 2004; Wang

등, 2009; Theissler와 Dear, 2013).

(a) s = 1 (b) s = 5 (c) s = 25

Figure 2.2 RBF kernel based SVDD trained on a banana structure data set with different s. (C = 1)

2.3. 관리모수 (C, s)의 선택

2.1절과 2.2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K 관리도는 관리모수 C와 s의 선택에 따라 그 성능이 결정되

는데, 많은 연구들은 최적 관리모수를 선택하기 위해 활용선택 가능한 범위에 대한 반복적인 계산으로

최적의 모수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수 선택은 표본이 바뀔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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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산 비용이 커지고 또 시간 등의 문제로 실제 문제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관리도

는 단일 집단에 대한 분류문제로 분류의 성능에 대한 측도를 제안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연구들

은격자탐색법을발전시키고최적의관리모수를선택하기위해다양한방법론을제안하고있다 (Sun과

Tsung, 2003; Wang 등, 2009; Theissler와 Dear, 2013).

본 논문에서는 먼저 관리모수는 관리상태 하의 데이터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로부터 2.1절의 조율모

수 C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다. 관리상태 하의 데이터 영역에는 관리이탈상태인 데이터가 포함될 가

능성이 희박하므로 오류율 f도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오류율 f의 범위를 0.01 ≤ f ≤ 0.10로

한정시킬 수 있으며, C의 범위는 식 (2.2)에 의해 10/n ≤ C ≤ 100/n로 재정의될 수 있다. f의 범위는

데이터의 과거 추세 및 공정 담당자의 경험에 의거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관리모수 s에 대한 범위는 식

(2.3)을 이용하여, 이들 관리모수의 가능한 조합으로부터 다양한 구조를 갖는 다변량 데이터에 대한 모

의실험을 통해 K 관리도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영역의 구

조에 따른 관리모수의 조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관리모수

를제안하고자한다.

3. 모의실험

본 장에서는 다양한 구조를 갖는 관리상태 하의 2차원 데이터를 생성하여 K 관리도의 성능을 평가해

보고, 적절한관리모수의선택에대해논의해보도록하겠다.

먼저, 데이터 구조에 적합한 K 관리도를 구성하기 위해 Figure 3.1의 검은색 원과 같이 초구 구조

(CS), 바나나 구조 (BS), 직사각형 구조 (RS), 도넛 구조 (DS)를 갖는 관리상태인 데이터 영역을 생

성하였다. 초구 구조 (CS)는 데이터 영역이 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바나나 구조 (BS)는 초구 구

조와 비교하여 데이터 영역이 왼쪽 반원에 집중되어 있다. 직사각형 구조 (RS)는 데이터 영역이 1사분

면과 3사분면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도넛 구조 (DS)는 초구 구조에서 구의 중심에 데이터 영역이 제거

된 구조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 n에 따라 최적 관리모수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구조에대해 n = 100인데이터와 n = 300인데이터를나누어생성하였다.

(a) Circle structure (b) Banana strucure

(c) Rectangular structure (d) Donut structure

Figure 3.1 Data regions of the four structure (n = 100). Black points are in-control data set

and red triangles are out of control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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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각 데이터 영역에 대해 2.3절의 관리모수 선택 방법을 기준으로 일단계 K 관리도를 구성하였

다. 관리모수 C의 범위는 (Cmin, Cmax) = (10/n, 100/n)이며, s의 범위는 (smin, smax) = (min
i ̸=j

∥xi −
xj∥,max

i ̸=j
∥xi − xj∥)이다. 선정된 범위 내에서 모수의 변화에 따른 관리도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C의 격자는 f의 값이 1%, 5%, 10%에 해당하는 {10/n, 50/n, 100/n}이며, s의

격자는 {Q0(s), Q25(s), Q50(s), Q75(s), Q100(s)}이다. 여기에서 Qα(s)는 s 범위에 대한 α번째 분위수

이며, Table 3.1을통해 n에따른 s의격자를확인할수있다.

Table 3.1 Grid of s.

n Percentile CS BS RS DS

100

min 0.118 0.081 0.039 0.140

Q1 1.091 1.838 0.553 1.985

Q2 1.742 2.792 0.795 2.924

Q3 2.471 3.726 1.108 3.849

max 5.388 6.393 1.916 5.953

300

min 0.003 0.030 0.002 0.019

Q1 1.031 1.905 0.548 1.801

Q2 1.593 2.780 0.816 2.687

Q3 2.284 3.710 1.144 3.601

max 5.890 7.605 2.432 6.126

일단계 K 관리도를 통해 얻어진 관리한계선을 이용하여 이단계 K 관리도를 구성하기 위해 동일한

구조의 관리상태 데이터와 Figure 3.1의 붉은색 삼각형과 같은 관리이탈상태 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관리상태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의 분류결과를 진짜 양성 (TP )인 경우와 가짜 음성 (FN)인 경우로

나타내고, 관리이탈상태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의 분류결과를 진짜 음성 (TN)인 경우와 가짜 양성

(FP )인 경우로 나타내어 분류 성능 평가 지표인 AUC, ACC, F -measure, G-mean을 다음과 같이 계

산하였다.

• AUC =
1

2

(
1 +

TP

TP + FN
−

FP

FP + TN

)
• ACC =

TP + FN

TP + FN + FP + TN

• F -measure = 2
민감도×양성예측도
민감도+양성예측도

=
2TP

2TP + FN + FP

• G-mean =

√
TP

TP + FN
×

TN

FP + TN

이 때, AUC (Area Under Curve)는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의 아래 영

역으로, 이 영역이 넓을수록 K 관리도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Huang과 Ling, 2005).

ACC (Accuracy)는 분류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이며, K 관

리도의 성능에 대한 정확성과 부정확성을 동시에 살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F -measure는 민감도

(= TP/(TP + FP ))와 양성예측도 (= TP/(TP + FN))의 조화평균으로 이 값이 클수록 K 관리

도의 성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G-mean은 민감도와 특이도의 기하평균으로 계산된다 (Kubat과

Matwin, 1997). 관리상태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류되었지만 관리이탈상태 데이터에 대한 탐지 능력이

낮다면 G-mean은 작아지게 된다. 즉, 관리이탈상태의 데이터에 대한 정분류율이 좋을수록 G-mean도

높아지는경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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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Performance of K chart according to choice of control parameters (n = 100)

Structure Performance f SVDD control chart
K chart

Q0(s) Q25(s) Q50(s) Q75(s) Q100(s)

CS

AUC

0.01 0.955 0.515 0.885 0.940 0.950 0.935

0.05 0.900 0.515 0.885 0.940 0.950 0.955

0.10 0.935 0.515 0.885 0.905 0.935 0.935

ACC

0.01 0.955 0.515 0.885 0.940 0.950 0.935

0.05 0.900 0.515 0.885 0.940 0.950 0.955

0.10 0.935 0.515 0.885 0.905 0.935 0.935

F -measure

0.01 0.957 0.058 0.873 0.937 0.948 0.930

0.05 0.907 0.058 0.873 0.937 0.948 0.954

0.10 0.936 0.058 0.873 0.897 0.930 0.930

G-mean

0.01 0.954 0.173 0.880 0.939 0.949 0.933

0.05 0.896 0.173 0.880 0.939 0.949 0.955

0.10 0.935 0.173 0.880 0.902 0.933 0.933

BS

AUC

0.01 0.540 0.500 0.925 0.935 0.905 0.705

0.05 0.595 0.500 0.925 0.935 0.910 0.735

0.10 0.630 0.500 0.920 0.910 0.895 0.745

ACC

0.01 0.540 0.500 0.925 0.935 0.905 0.705

0.05 0.595 0.500 0.925 0.935 0.910 0.735

0.10 0.630 0.500 0.920 0.910 0.895 0.745

F -measure

0.01 0.681 0.000 0.921 0.933 0.906 0.761

0.05 0.708 0.000 0.921 0.933 0.911 0.778

0.10 0.720 0.000 0.916 0.904 0.896 0.783

G-mean

0.01 0.313 0.000 0.924 0.934 0.905 0.665

0.05 0.454 0.000 0.924 0.934 0.910 0.709

0.10 0.543 0.000 0.919 0.908 0.895 0.724

RS

AUC

0.01 0.540 0.505 0.860 0.885 0.905 0.860

0.05 0.515 0.505 0.860 0.885 0.905 0.865

0.10 0.530 0.505 0.860 0.870 0.900 0.875

ACC

0.01 0.540 0.505 0.860 0.885 0.905 0.860

0.05 0.515 0.505 0.860 0.885 0.905 0.865

0.10 0.530 0.505 0.860 0.870 0.900 0.875

F -measure

0.01 0.683 0.020 0.839 0.872 0.896 0.861

0.05 0.671 0.020 0.839 0.872 0.896 0.867

0.10 0.678 0.020 0.839 0.852 0.890 0.865

G-mean

0.01 0.298 0.100 0.850 0.879 0.901 0.860

0.05 0.199 0.100 0.850 0.879 0.901 0.865

0.10 0.263 0.100 0.850 0.862 0.895 0.872

DS

AUC

0.01 0.485 0.520 0.900 0.445 0.450 0.455

0.05 0.485 0.520 0.900 0.445 0.445 0.435

0.10 0.485 0.520 0.895 0.410 0.410 0.425

ACC

0.01 0.485 0.520 0.900 0.445 0.450 0.455

0.05 0.485 0.520 0.900 0.445 0.445 0.435

0.10 0.485 0.520 0.895 0.410 0.410 0.425

F -measure

0.01 0.653 0.077 0.890 0.616 0.621 0.625

0.05 0.653 0.077 0.890 0.616 0.616 0.606

0.10 0.653 0.077 0.884 0.582 0.582 0.596

G-mean

0.01 0.000 0.200 0.895 0.000 0.000 0.000

0.05 0.000 0.200 0.895 0.000 0.000 0.000

0.10 0.000 0.200 0.89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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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erformance of K chart according to choice of control parameters (n = 300)

Structure Performance f SVDD control chart
K chart

Q0(s) Q25(s) Q50(s) Q75(s) Q100(s)

CS

AUC

0.01 0.977 0.500 0.950 0.963 0.962 0.977

0.05 0.967 0.500 0.953 0.952 0.952 0.953

0.10 0.963 0.500 0.973 0.970 0.970 0.970

ACC

0.01 0.977 0.500 0.950 0.963 0.962 0.977

0.05 0.967 0.500 0.953 0.952 0.952 0.953

0.10 0.963 0.500 0.973 0.970 0.970 0.970

F -measure

0.01 0.977 0.000 0.948 0.962 0.961 0.977

0.05 0.966 0.000 0.951 0.950 0.950 0.951

0.10 0.964 0.000 0.973 0.970 0.970 0.970

G-mean

0.01 0.977 0.000 0.949 0.963 0.961 0.977

0.05 0.967 0.000 0.952 0.951 0.951 0.952

0.10 0.963 0.000 0.973 0.970 0.970 0.970

BS

AUC

0.01 0.502 0.500 0.972 0.977 0.963 0.568

0.05 0.562 0.500 0.965 0.955 0.917 0.698

0.10 0.515 0.500 0.918 0.907 0.783 0.582

ACC

0.01 0.502 0.500 0.972 0.977 0.963 0.568

0.05 0.562 0.500 0.965 0.955 0.917 0.698

0.10 0.515 0.500 0.918 0.907 0.783 0.582

F -measure

0.01 0.667 0.000 0.972 0.977 0.964 0.697

0.05 0.692 0.000 0.964 0.954 0.920 0.763

0.10 0.671 0.000 0.924 0.914 0.820 0.703

G-mean

0.01 0.058 0.000 0.972 0.977 0.963 0.377

0.05 0.371 0.000 0.965 0.955 0.916 0.643

0.10 0.199 0.000 0.916 0.903 0.756 0.414

RS

AUC

0.01 0.515 0.500 0.880 0.915 0.928 0.780

0.05 0.513 0.500 0.880 0.912 0.935 0.823

0.10 0.518 0.500 0.925 0.947 0.910 0.812

ACC

0.01 0.515 0.500 0.880 0.915 0.928 0.780

0.05 0.513 0.500 0.880 0.912 0.935 0.823

0.10 0.518 0.500 0.925 0.947 0.910 0.812

F -measure

0.01 0.671 0.000 0.871 0.913 0.928 0.816

0.05 0.670 0.000 0.871 0.908 0.934 0.843

0.10 0.673 0.000 0.924 0.949 0.917 0.842

G-mean

0.01 0.199 0.000 0.877 0.915 0.928 0.755

0.05 0.191 0.000 0.877 0.911 0.935 0.814

0.10 0.215 0.000 0.925 0.946 0.906 0.790

DS

AUC

0.01 0.493 0.502 0.958 0.472 0.475 0.473

0.05 0.497 0.502 0.958 0.472 0.475 0.473

0.10 0.493 0.502 0.958 0.472 0.475 0.473

ACC

0.01 0.493 0.502 0.958 0.472 0.475 0.473

0.05 0.497 0.502 0.958 0.472 0.475 0.473

0.10 0.493 0.502 0.958 0.472 0.475 0.473

F -measure

0.01 0.000 0.007 0.957 0.641 0.644 0.643

0.05 0.000 0.007 0.957 0.641 0.644 0.643

0.10 0.661 0.007 0.957 0.641 0.644 0.643

G-mean

0.01 0.000 0.058 0.958 0.000 0.000 0.000

0.05 0.000 0.058 0.958 0.000 0.000 0.000

0.10 0.000 0.058 0.958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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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관리도의 성능 평가 지표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3.2와 Table 3.3과 같다. 초구 구조 (CS)의 결과

를 살펴보면, 데이터 영역이 초구와 일치함으로 SVDD 관리도 또는 커널모수 s를 크게 선택한 K 관리

도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율모수 C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 구

조 (BS)의 결과를 살펴보면, Q25(s), Q50(s), Q75(s)을 s로 적용한 K 관리도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CS와 마찬가지로 C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직사각형 구조 (RS)의 결과를 살펴보면,

Q50(s)과 Q75(s)를 s로 적용한 K 관리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

한 C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도넛 구조 (DS)의 결과를 살펴보면, Q25(s)를 s로

적용한 K 관리도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C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CS구조를 제외하고는 SVDD 관리도의 성능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 n을

100에서 300으로증가시켜도최적관리모수의선정에는큰차이가발생되지않음을파악할수있었다.

네 가지 구조에 대한 K 관리도의 성능 비교를 통해 나타난 공통점은 주어진 f의 범위에서 C의 효과

가 K 관리도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Figure 3.2에서와 같이 DS 구조를 제외하고

Q50(s)를 s로선택한 K 관리도의성능이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Figure 3.3은 n = 100인

경우에 대해 데이터 구조에 따른 유클리디안 거리의 히스토그램과 Q50(s)를 bandwidth로 추정한 커널

함수이다. 그 결과 Q50(s)인 s는 유클리디안 거리의 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보다는 평활하여 추정하

는커널모수임을확인할수있다.

(a) Region and grid of control parameters (b) Optimal control parameters
Figure 3.2 Choice of optimal control parameters according to the data structures (n = 100). Red text of (b) is

the control parameters which is the best performance of K chart and green text of (b) is the second performance.

(a) Circle structure (b) Banana strucure

(c) Rectangular structure (d) Donut structure

Figure 3.3 DHistogram of euclidean distances and kernel function (bandwidth= Q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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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에서는 데이터 구조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K 관리도의 성능을 평가해 보았지만, 현실

공정에서는 데이터의 구조 즉, 실제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K 관리도의 성능 평

가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리이탈상태인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데

이터를 수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모의실험 방식을 현업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Table 3.2와 Table 3.3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보면, 실제 데이터의 구조

를모르는다차원데이터라하더라도 K 관리도의관리성능을보장하기위해적절한오류율 f에기반한

C의 선택하고, 각 데이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여 s의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Figure 3.2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같이 s의 영역에 대한 중위수를 s로 선택하더라도 충분한 관리

성능을발휘하는 K 관리도의구성이가능하다. 단, DS 구조의경우 Q25(s)가더좋은성능을보여주고

있지만, DS 구조는데이터영역의중심이관리이탈에해당하는영역이므로데이터의중심즉, 목표값과

의 일치성이 중요한 현실 공정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 결과의 해석에서 배제하

였다. 결과적으로, 실제 현업에서 K 관리도를 적용하고자 하지만 2.3절의 관리모수 선택법을 이용하기

어려울때에는관리상태하의공정데이터에대한적절한오류율 f를선정하여이에해당하는 C를조율

모수로 선택하고, s의 영역의 중위수를 커널모수 s로 선택한다면, 다양한 데이터 구조에 강건한 K 관리

도를구성할수있을것이다.

(Copt, sopt) = (1/nf,median∥xi − xj∥), ∀f, 0.01 ≤ f ≤ 0.10 (3.1)

이는 기존의 격자 탐색법을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범위 선정, 계산 비용 및 시간의 문제를 효과적

으로해결할수있으며, 상대적으로효율적인 K 관리도를구성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4. 실제 자료 분석

실제 자료 분석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에 걸쳐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블로그에서 수집

된부정적인감성어 (Moon과 Lee, 2013)들을대상으로블로거들의정서변화를탐지하고자한다. 사회

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부정적인감성어들을대상으로 3장의모의실험을통해도출된관리모수선택

법을 적용하여 강건한 K 관리도를 구축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된 품질 특성치는 “힘들다”, “아프다”, “안타깝다”, “외롭다”, “괴롭다”, “불쌍하다”, “죽고싶다”이

며, 이품질특성치들의일별문서건수를이용하였다.

먼저, 2008년도에 수집된 정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단계 K 관리도를 구성하고 관리 상한을 계산한

후, 2008년도 ∼ 2009년도에 수집된 부정적인 감성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단계 K 관리도를 작성하였

다. 일단계 K 관리도에서사용된관리모수 C는 f = 0.01에해당하는 C = 100/n = 0.275이며, 관리모

수 s는 median∥xi − xj∥ = 3.186이다. 이를통해계산된관리상한은 0.921이다. 구축된이단계 K 관

리도를 살펴보면, Figure 4.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관리 이탈이 발생되는 날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Figure 4.1에서 확인된 관리 이탈이 발생된 날 중 가장 두드러진 날로는 1 ∼ 5로 표시된 점을 선택해

볼 수 있다. 이를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대입해 보면, 1은 2008년 2월 11일 ‘숭례문 방화 사건 용의자

검거’, 2는 2008년 10월 2일 ‘연예인 최진실 자살’, 3은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4는

2009년 8월 3일 ‘동방신기해체공식입장발표’, 5는 2009년 9월 8일 ‘2PM재범탈퇴선언’과맞물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부정적인 감성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Figure

4.1의 커널 거리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08년에 비해 2009년

이관리이탈의발생빈도가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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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Phase II K chart about negative emotion word from 2008 to 2009.

본 실제 자료 분석은 소셜 미디어에 표현되는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감성어들을 K 관리도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K 관리도의 관리모수 선택에 있어 f를 기반으로 한 C와 s 범위의 중

위수를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강건한 K 관리도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시

켜주고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기존의 관리도 기법은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관리 상태 하의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가정해야 했

다. 하지만 현실 공정에서 데이터의 실제 분포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모수 관리도 기법 중 하나인 K 관리도를 적용해 보았다. K 관리도를 적용하기 위

해서는 관리 모수 C와 s에 대한 선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효율적인 관리모수 선정을 위해 오류율

f에 기반한 C의 선정과 관리 상태 하의 데이터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반으로 한 s의 선정을 제안하였

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관리모수 선택 방법을 적용한 K 관리도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관리상태

하의데이터에대해 K 관리도를구성함에있어 C의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Figure 3.2에

서 보여진 바와 같이 주어진 s의 범위에 대한 대표값 즉, 중위수를 s로 선택한 K 관리도의 성능이 데이

터의구조에상관없이높게나타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 관리모수의 선택을 실제 현업으로 확대하여 논의해 보면, 현장에서는 관리상태하의 데이터에

대한 실제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리도의 성능 평가 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관리이탈상

태의 데이터를 수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모의실험의 방법을 그대로 현업에 직접 적용하

는것은쉽지않은문제가된다. 하지만, 모의실험의결과해석을통해알수있듯이관리상태하의공정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오류율 f를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C를 조율모수로 선택하고, s의 영역의 중위

수를커널모수 s로선택한다면, 다양한데이터구조에강건한 K 관리도를구성할수있을것이다.

데이터 구조에 강건한 K 관리도의 구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소셜 미디

어에서 수집된 부정적인 감성어들이 K 관리도를 이용하여 충분히 모니터링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

다. K 관리도의관리모수로써 f를기반으로한 C와 s 범위의중위수를이용하더라도충분히실제사례

에적용할수있는강건한 K 관리도를구성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초구의 중심 a에서부터 경계에 존재하는 서포트 벡터 중 하나까지의 거리인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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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을 K 관리도의 관리한계선으로 적용하였다. 하지만 K 관리도는 비모수 관리도 기법으로 주어진 데이

터 영역에 가장 적합한 관리한계선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관리상태 하의 데이터 영역이 전체

공정 데이터의 구조를 대표할 수 없다면, 계산된 관리한계선을 기반으로한 K 관리도의 관리 성능은 보

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스트랩 (bootstrap) 등과 같은 기법들이 적

용될 수 있으며, 향후 전체 공정 데이터의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관리한계선의 선정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관리도의 이론적 연구와 함

께실제현장에서의효율적인적용에대한연구도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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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Shewhart control chart for evaluating stability of the process is widely

used in various field. But it must follow strict assumption of distribution. In real-life

problems, this assumption is often violated when many quality characteristics follow

non-normal distribution. Moreover, it is more serious in multivariate quality charac-

teristics. To overcome this problem,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non-parametric

control charts. Recently, SVDD (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 control chart based

on RBF (Radial Basis Function) Kernel, which is called K-chart, determines descrip-

tion of data region on in-control process and is used in various field. But it is important

to select kernel parameter or etc. in order to apply the K-chart and they must be pre-

determined. For this, many researchers use grid search for optimizing parameters. But

it has some problems such as selecting search range, calculating cost and time, etc. In

this paper, we research the efficiency of selecting parameter regions as data structure

vary via simulation study and propose a new method for determining parameters so

that it can be easily used and discuss a robust choice of parameters for various data

structures. In addition, we apply it on the real example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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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
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1-0025168).

1 Doctor candidate, Department of Applied Statistic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448-701, Korea.
2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pplied Statistic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448-701, Korea. E-mail: silee@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