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필드 클레임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품질 예측 및 불량감지 
 

 

 

Market Quality Prediction and Defect 

Detection using Field-Claim data 

 

 

 

 

 

 
2015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데이터마이닝 전공 

 

김 홍 태 



 

필드 클레임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품질 예측 및 불량감지 

 

 
Market Quality Prediction and Defect 

Detection using Field-Claim data 

 
 

지도 교수 조 성 준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데이터마이닝 전공 

김 홍 태 

 

김홍태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 년 12 월 

 

 

위 원 장         박 종 헌         (인) 

부위원장         조 성 준         (인) 

위    원         이 재 욱         (인)



i 

초    록 

 

 
기존의 제조 공정 개선 연구에는 크게 불량 발생 영역을 

도출하는 연구, 불량과 테스트 아이템의 연관성을 도출하는 연구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시장불량 데이터를 

결합하지 않고, 인위적 검사나 공정 내부 불량 데이터만을 활용한 

연구만을 진행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필드 

클레임 데이터를 공정 테스트 데이터와 결합하여, 시장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공정 테스트 영역 도출 및 시장불량에 영향을 미치는 

혐의 테스트 아이템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 전자제품 제조공정 테스트 데이터와 시장 필드 

클레임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영역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 이슈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시장 

불량률 예측과 혐의 테스트 아이템 도출을 위한 두 가지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회귀나무 모형을 활용하여 테스트 아이템 계측값 

영역에 따른 시장 불량률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기존에 관리되던 공정 테스트 상/하한 값보다 더 세부적으로 공정을 

관리하여 시장 불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진 유전알고리즘-Mixture of Gaussian 

Wrapper를 활용하여 시장 불량에 대한 혐의 테스트 아이템을 

도출하였다. 어떤 테스트 아이템이 시장불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치지 않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혐의 테스트 

아이템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시장 불량 발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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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시장 불량, 시장품질 예측, 불량 감지, 제조 프로세스, 

테스트 영역 도출, 혐의 테스트 아이템 

 

학   번 : 2013-2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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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데이터마이닝이 제조업 분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 (Malkoff D.B.,1987; Rammamoorthy et al., 1989). 

최근에는 IT 기술, 데이터 저장/수집 시스템 및 데이터마이닝 

기술의 발달과 제조 공정의 복잡화로 인하여, 기존에는 수집되지 

않았던 다양한 제조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제조업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불량 감지를 통해 제조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첫 번째로 공정 간소화를 통한 비용 감소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며, 두 번째로 공정 불량률 감소를 통한 비용 감소의 

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단일 공정에서 

발생한 테스트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불량 감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실제 기업들은 하나의 기업이 완제품의 

부품단계에서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모두 하는 경우가 드물고 여러 

기업이 공급망(supply chain)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계를 만든다고 할 때 여러 개의 각 부품은 부품 회사가 

제조할 것이며, 이 것들을 모아서 조립하여 테스트하는 것은 완제품 

회사가 하며, 판매, 수리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따로 하기 때문에 

완제품 회사는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의 품질 데이터 및 시장 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들다. 그리고 완제품 기업은 제품의 불량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체 공정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밝혀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불량 감지 

연구의 주제가 한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가 힘든 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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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제조 단계에서 전자 제품 제조사의 공정 테스트 

데이터와 자체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 불량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제조 공정 

개선의 새로운 이해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합함으로써 [표 

1]에 나오는 것과 같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데이터나 인공적인 테스트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불량 감지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시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불량을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1) 부정 

오류(False negative)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2) 사용자 

인지 품질(user perceived quality)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3) 

기존의 단일 공정 상의 인공적인 사용환경에서 발생한 불량 

데이터가 아닌 실제 사용환경에서 레이블(label)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불량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 개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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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공정개선 선행 연구 

생산성 향상 Pilsung Kang et al., 2009; Pilsung Kang et al., 

2011; Dongil Kim et al., 2012 

기계 파라미터 

최적화 

Park, Kim, 1998; Liao T.W. et al., 1999 

성능 및 품질관리 Gertosio et al., 2004; Yin et al., 2001;  

Feng et al., 2004 

불량 진단 및 감지 Jian Wang et al., 2014;  

Weixiang Su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인공적인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해 생성된 

테스트 불량 레이블 대신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한 시장 불량 

레이블과 제조 단계의 테스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한다. 이 두 

종류 불량의 차이는 [표 2]와 같이 정의되며, 기존 연구에서의 

테스트 불량 대신 시장 불량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할 

수 없었던 (1) 테스트 아이템 계측값 영역에 기반한 시장 불량률 

예측 및 시장 불량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리해야 할 테스트 

아이템 도출, (2) 각 테스트 아이템들이 시장 불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여, 어떤 테스트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테스트 아이템이 시장불량과 

연관성이 떨어지는지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정 간소화를 통한 비용 감소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 테스트/시장 불량의 정의 

불량 구분 정의 

테스트 불량 제조 공정 상 혹은 완료 후 인위적 검사를 통해 

시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발견되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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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량 공정을 통과한 제품이 시장에서 출시된 후 

실사용 과정에서 사후에 발생하는 불량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는 이러한 분석 프레임워크의 유용성은 

실제 제조 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사항들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제 규격에 의해서 테스트 아이템의 종류와 

상/하한이 결정되는 제품의 제조 공정의 경우 테스트 아이템 

상/하한 범위가 제조결함으로 인한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실제 시장 불량의 발생과는 

상관없는 테스트 아이템들도 포함되곤 한다. 본 분석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공정 개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 실제 제품 테스트 환경에서는 각 테스트 

아이템들이 향후 불량의 발생 여부를 감지하는데 필요한 테스트 

아이템인지 모르고 테스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정상/불량을 분류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혐의 

테스트 아이템과 그렇지 않은 테스트 아이템을 구분하여, 

궁극적으로 테스트 비용/시간을 줄이고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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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연구 
 

제조 산업에서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하여 공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로 불량 발생 영역을 도출하는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는 실제 제조 공정 상에서 생산된 제품은 

검사의 상/하한 범위에 맞춰서 시장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불량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발생하는 영역을 규명하여 공정을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자기기의 실제 공정 데이터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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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테스트 상/하한과 실제 계측값 분포 

 

두 번째로 불량과 연관이 깊은 테스트 아이템들을 

도출함으로써 불량 발생원인을 이해하여 불량 및 공수(Man-

hour)를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공정 데이터와 시장 불량 데이터를 결합하여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1절과 2절에서 각각 

소개하고, 3절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본 연구가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서술하고자 한다. 

테스트 75 

테
스
트

 3
6
 

3
6
 

Pass 영역 

상한 : 20 

상한 : 8 

하한 : 0 

하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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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불량 발생 영역 도출 관련 연구 

 

QP. He et al.(2007)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활용하여 차원 축소를 수행하고, 정상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샘플링 해서 각각의 학습 데이터의 K-

NN(K-Nearest Neighbor) 데이터를 찾고 K-NN 제곱 거리를 

구하여 K-NN 제곱 거리 한계(Threshold)를 도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미분류(Unlabeled)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학습 

정상 데이터와의 K-NN 제곱 거리가 한계보다 크면 불량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불량과 선형 변수관계뿐만 아니라 

비선형 변수관계를 보이는 이상패턴도 도출할 수 있었다. 

불량 발생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Tree)를 활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Weixiang Sun et al.(2007)은 회전 기계의 상태를 총 6개의 기계 

상태와 이를 설명하는 18개의 특성을 정의하여, PCA와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하여 특성의 영역에 따라 정상과 나머지 5개의 

이상 상태를 구분하는 룰을 도출하였다. 아래 [그림 3]과 같이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각 이상 상태를 정의된 특성들의 계측값 

범위를 통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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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사결정나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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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량과 테스트 아이템의 연관성 도출 관련 연구 
 

Tseng et al.(2004)는 PCB 제조공정 상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RST(Rough Set Theory)에 기반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 

중에서 정상/불량을 분류하는데 영향이 큰 변수들을 선택하고 

불량을 줄이기 위한 의사결정 법칙(Rule)을 도출해냈다.     

Kusiak et al.(2001); Huang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RST를 

활용하여 불량을 발생시키는 유의미한 변수를 도출하였다. 

Jian Wang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정상/불량의 개수가 

불균형한 반도체 공정 데이터에서 불량을 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EMSMFA(Ensemble Manifold Sensitive  Margin Fisher 

Analysis)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공정 

데이터 상에서 발생하는 (1)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SMOTE(Weighted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을 적용하였으며, (2) 배깅(Bagging)에 기반한 앙상블 

모형을 활용하여 데이터 이동(Data Shift)로 인한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3) 클래스 간 겹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FA(Sensitive Marginal Fisher 

Analysis)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454개의 변수, 1037개의 

정상, 94개의 불량 데이터를 가지는 SECOM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PCA 기반, MFA 기반의 변수 추출 방법보다 

더 나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이외에 GA나 GP를 활용한Li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수율(Yield rate)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 5년간 수집된 DRAM 공정의 33개의 특성에 

대한 계측 값과 그에 따른 수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낮은 수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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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고, 수율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 것을 밝히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수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수율 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율 

한계(Yield Threshold)를 도출하였다. 

 

 

[그림 4] 공정 수율 분포 

 

이 공정 수율 분포를 기준으로 수율 한계를 80%으로 하여, 

유전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수율 한계 값보다 높은 수율 / 낮은 

수율을 가지는 공정을 분류하는 분류기(Classifier)를 학습하였다. 

 

분류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10-묶음 교차 검증법(10-fold cross 

validation)을 활용하여 10번의 실험에서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을 [그림 5]와 같이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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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GP를 통해 추출된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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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 연구의 한계점 
 

기존 선행 연구들은 공정 단계 상의 특정 단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불량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선행 연구들의 정상/불량 여부 레이블링 방법 

선행 연구 정상/불량 레이블링 수집 방법 

QP. He et al., 2007 웨이퍼 테스트 후 측정된 수율로 레이블링 

Weixiang Sun et al., 

2007 

시뮬레이션 장비(RK4 ROTOR KIT)를 통해 

회전 기계의 오작동 클래스 분류 

Li et al., 2006 웨이퍼 테스트 후 측정된 수율로 레이블링 

Tseng et al., 2004 
PCB 제조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X-ray 

검사로 사후 테스트 진행하여 레이블링 

Kusiak et al., 2001 
PCB 제조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X-ray 

검사로 사후 테스트 진행하여 레이블링 

Huang et al., 2005 
메인보드 무작위 추출 후 사후 테스트 

진행하여 레이블링 

Jian Wang et al., 

2014 

UCI Repository 데이터 사용(SECOM 

데이터), 공정 내부에서 측정된 

수율 통과/불합격 여부를 통해 레이블링 

 

위 표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가 두 가지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세스 상에서 얻을 수 잇는 레이블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주제에 국한되어 있으며(반도체 수율 관련 연구), 

(2)제조 공정을 끝마치고, 표본 추출(sampling)을 통해 공정 

사후에 인위적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PCB, 메인보드 불량 

관련 연구)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제조 단계 중 특정 하나의 단계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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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는 데이터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여 분석할 수 

있는 주제가 한정적이거나 불량 데이터 수집의 비용/시간 문제로 

인해 충분한 수의 불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 단계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다른 제조 단계 

상에 존재하는 제조 공정 데이터와 시장 불량 데이터를 결합하는 

전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2) 전자제품의 

실제 공정 데이터 및 시장 불량 데이터를 결합하여 공정 상의 

테스트와 시장불량 간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통합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 불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1)데이터 수집에 드는 

시간/비용의 절감 및 (2)분석 결과가 기존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시장불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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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 프레임워크 

 

본 장에서는 제안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탐색 과정과 이를 통해 도출된 제안 분석 기법 

과정을 기술한다. 본 장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6]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3.1. 절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하며, 3.2. 절에서는 두 가지 제안 기법에 대한 데이터 

탐색 과정과 제안 분석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그림 6] 3장의 구성 

 

3.1 절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 

제조 공정 데이터와 시장 불량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정의하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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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조 데이터와 시장불량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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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전자 제품의 공정 테스트 

데이터와 시장 불량 데이터이며, 총 4개월 동안 수집되었으며, 

정상과 불량 데이터의 비율은 127.25로 클래스가 불균형한 

데이터이다.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역은 (1)기기 수 22,572대와 

(2)총 76개의 테스트 아이템, (3)시장 불량/정상 여부의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표 4] 최종 분석 데이터 형태 

제품 ID 특성 1 특성 2 … 특성 76 불량여부 

#1 45.21 12.14 … -5.31 정상 

#2 43.52 12.34 … -4.95 불량 

… … … … … … 

#22572 44.18 12.11 … -6.01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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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귀 나무를 활용한 시장불량률 예측 및 불량 영역 

도출 
 

가. 데이터 탐색 

 

분류 기법을 활용하여, 시장 불량 발생영역을 도출하기 하기 

위해 테스트 아이템의 분포를 정상 제품의 계측값 분포와 시장 

불량 제품의 계측값 분포로 나누어서 확인해본 결과 아래의 [그림 

8], [그림 9]와 같이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8] 단일 테스트 아이템의 정상/불량 계측값 분포 

 

 

[그림 9] 2차원 상의 정상/불량 계측값 분포 

 

위의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수행일자의 데이터를 

동시에 살펴보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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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같이 날짜 별로 계측값의 분포가 이동하게 된다.   

 

 

[그림 10] 검사 수행일자에 따른 공정이동 

 

같은 환경에서 제조/검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측 값 

영역이 수행일자 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공정 이동(Process 

Drif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정 이동의 발생 원인은 크게 

(1) 검사 기기의 오염, (2)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 

파라미터(Parameter)의 변화 (3) 예방 유지(Preventive 

Maintenance)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MM. Chincholkar et al., 

2004). 따라서 동일한 환경에서 검사된 기기를 확인하려면 검사 

수행일자 별로 데이터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검사 수행일자 별 불량률을 확인해본 결과 아래 [그림 11]과 같이 

검사 수행일자 별로 불량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그림 11] 검사 수행일자에 따른 시장불량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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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13년 1월 7일에는 생산된 제품 중 

0.18%(1/569)만이 불량이 발생한 반면, 2013년 2월 25일에 

생산된 제품은 1.2%(7/582)의 불량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검사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이 조건 

내에서도 불량률이 다른 영역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불량률이 높은 검사 수행일자와 

낮은 수행일자의 테스트 데이터 계측값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시장불량률이 다른 두 수행일자의 계측값 분포 차이 

 

[그림 12]에서 하나의 예시로 시장불량률이 크게 차이 나는 

수행일자가 1월 17일인 데이터와 2월 25일인 데이터를 테스트 

42의 계측값 분포를 통해 비교해보면 계측값의 평균이 각각 

41.77과 41.09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불량률이 차이가 날 때, 계측값의 영역 역시 다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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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으로써 불량이 발생한 제품과 유사한 계측 결과를 갖는 정상 

제품은 향후에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탐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테스트 아이템 계측값과 불량률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림 13]와 같이 시장 불량률을 테스트 아이템 계측값의 

함수로 모형화(Modeling)하여 불량률이 낮은 계측값 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13] 계측 값 영역에 따른 시장 불량률 예측모형 

 

나.  분석 기법 제시 

 

분석 결과를 공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1) 시장 불량률 증감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규칙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2) 시장 

불량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L 

Breiman et al.(1984)이 제안한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를 활용하고자 한다. CART는 테스트 아이템의 

계측값 범위에 기반한 간단한 법칙(Rule)에 기반하여 시장 

불량률을 하나의 상수 값으로 표현해 주며, 이 값들에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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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 시장불량률과 실제 시장불량률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나무에 등장하는 각 테스트 아이템의 중요도를 

계산(Sandri, Zuccolotto, 2008)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CART, 즉 회귀나무 모형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하기 

위해 정상/시장불량에서 각 공정 수행일자 별 시장 불량률을 종속 

변수로 하며, 독립 변수는 기존과 같이 테스트 아이템의 계측값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회귀나무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최종 

데이터 형태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회귀나무 모델링 수행을 위한 최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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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진 유전 알고리즘 - Mixture of Gaussian 을 활용

한 혐의 테스트 아이템 도출 및 테스트 필요성 검사 
 

가. 데이터 탐색  

 

어떤 테스트아이템이 시장불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어떤 테스트 아이템이 정상과 시장불량을 잘 

분류하는지, (2) 공정 이동(Process Drift)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유의미한 테스트 아이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로 어떤 테스트 아이템이 정상과 시장불량을 잘 

분류하는지 찾기 위해 단일 클래스 이상치 탐지(One-class 

classifier)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1)정상 데이터와 

시장불량 데이터의 비율이 127.25로 불균형하고, (2) 불량 

데이터의 수(176개)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한 3.2. 절에서도 언급되었듯, 실제 제조 공정은 공정 

이동(Process drift)가 발생하여 검사 환경이 달라지므로 전체 

테스트 아이템 계측값 데이터는 이질적(Heterogeneous)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림 14]의 왼쪽에 있는 수행일자가 구분 

안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정상 영역 한가운데에 불량이 

겹침(overlapping)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불량을 감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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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검사 수행일자 별 데이터 분할 전/후 

 

나. 분석 기법 제시 

 

따라서 공정 이동(Process drift)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테스트 아이템을 확인해보려면, 검사 수행일자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아래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혐의 테스트 아이템 도출 과정 

 

위 과정에 따라 검사 수행일자 별로 데이터를 나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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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하여 이상치 탐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택된 데이터는 총 

48일의 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수행일자 별 데이터 분할 

전/후의 예시는 위 [그림 14]에 나와있다. 

위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경향성이 

비슷한(Redundant)한 테스트 아이템들을 제거하여, (1) 일관된 

테스트 아이템이 도출되고, (2) 시간 복잡도 및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76개의 테스트 아이템 중에 

상호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0.7 이상인 테스트 아이템 38개를 

제거하였으며, 제거 후 38개의 테스트 아이템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혐의 테스트 아이템 집합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진 유전 알고리즘(Binary Genetic Algorithm)과 Mixture of 

Gaussian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속된 몇 일의 수행날짜를 하나의 윈도우(window)로 정하여 

각 윈도우 별로 정규화를 수행하고, 각 정규화된 윈도우 별로 

Mixture of Gaussian을 활용한 이상치 탐지 기법을 사용하여 

Wrapper방법을 통한 혐의 테스트 아이템을 도출한다. 

그 예시는 [그림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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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GA-MoG를 활용한 각 데이터 구간 별 혐의 테스트 

아이템 도출 

 

[그림 16]에 나와있듯이 각 윈도우 별로 각 테스트 아이템들의 

사용 여부(사용: 1, 미사용: 0)를 이진 염색체(Chromosome)로 

표현하고, 윈도우 별로 여러 개 생성된 각 염색체 별로 Mixture of 

Gaussian를 활용하여 정상/시장불량을 분류하여 계산된 

AUROC(Area Under Receiving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값을 점수(Score)로 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염색체를 찾는다. 

각 윈도우 별로 염색체를 진화 시켜가면서 가장 AUROC 값이 

높은 염색체를 찾는 과정은 다음 [그림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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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유전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 

 

위 플로우 차트에서 교배(Crossover)와 돌연변이(Mutation) 

를 통해 새로운 염색체를 생성하는 예시는 다음 [그림 18]와 같다. 

  

 

[그림 18] 복제/교배/돌연변이에 대한 예시 

 

복제는 개체군 내에서 점수(score)의 분포에 따라 다음 단계의 

교배를 하는 개체의 생존 분포가 결정되며, 교배(crossover)는 

2개의 염색체 사이에서 유전자를 바꾸어 넣어 새로운 개체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며, 돌연변이(mutation)는 염색체의 어떤 부분의 

값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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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OC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Mixture of 

Gaussian은 기존의 모수 분포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모수적 성격을 

띄는 분포를 여러 개의 정규 분포의 혼합 분포(Mixture 

Distribution)로 모형화하는 방법이다. 이를 활용하여 임의의 

형태를 지닌 분포를 근사하고, 미리 정해놓은 분포의 일부 비율을   

기반으로 정상과 불량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두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각 윈도우에서 어떤 테스트 

아이템들이 혐의 테스트 아이템으로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체 

윈도우 상에서 어떤 테스트 아이템이 제일 많이 도출되는지, 어떤 

테스트 아이템이 시장불량 발생 여부와 관련이 적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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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평가 

 

4.1. 시장불량률 예측 및 불량 영역 도출 결과 
 

가. 모형화 전처리 및 실험 환경 

 

회귀 나무 모델링을 하기에 적합한 종속 변수의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 [그림 19]와 같이 기존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시장 

불량률의 분포를 로그 변환을 통해 적합한 분포로 변환하였으며, 

검사 수행일자 별로 데이터 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일자 별로 

데이터 수에 따라 층화 추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림 19] 시장 불량률 분포 변환 

 

학습(Training), 검증(Validation), 테스트(Test) 데이터의 비율은 

6:2:2로 나누었으며 회귀나무 모형화를 위한 과정은 [그림 20]과 

같이 데이터 분할 및 회귀나무 모델링, 평가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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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회귀나무 모형화 과정 

 

회귀나무 모형화 시 잔차(Residual) 분포는 [그림 21]와 같다. 

 

 

 

 

[그림 21] 회귀나무 잔차 분포 

 

나.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그림 22]와 같이 검증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0.064, R square는 0.01로 나왔으며, 검증 

오차(Validation Error)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마디(Node) 수에서 

가지치기(Pruning)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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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회귀나무 검증 결과 

 

회귀나무 모형을 통해 예측된 시장 불량률과 실제 시장 

불량률을 비교한 그래프는 아래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예측 시장 불량률-실제 시장 불량률 그래프 

 

[그림 23]을 보면 예측된 시장 불량률이 증가할수록 실제 시장 



 

 31 

불량률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귀나무 모형을 통해 실제 

시장 불량률의 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출된 회귀나무 모형을 통해 얻어낸 시장불량률 예측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면 다음 [그림 24]와 같이 테스트 75가 2.34보다 

작은 경우 평균 불량률이 3% 감소하고 2.34보다 큰 경우 12% 

증가하게 되며, 테스트 75는 허용 오차를 의미하는 테스트 

아이템으로써 0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24] 도출된 회귀나무 해석결과 시각화(1) 

 

이 회귀모형에서 도출된 규칙을 두 번째로 분지된 테스트 

아이템에 대해서도 적용하면, [그림 25]와 같다. 첫 번째 분지 

마디인 테스트 75의 계측값이 2.34보다 작은 기기들 중에 테스트 

36의 계측값이 1.935보다 작은 기기들은 시장 불량률이 기존의 

평균 불량률에 비해 36% 감소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기들은 

불량률이 평균 불량률에 비해 4%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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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도출된 회귀나무 해석결과 시각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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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혐의 테스트 아이템 도출 및 테스트 필요성 검사 

결과 
 

가. 실험 설정 및 환경 

 

윈도우 사이즈는 연속된 3일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Mixture 

of Gaussian 기법을 활용하여 AUROC 값을 Wrapper 기법의 

점수(Score) 목적함수 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혐의 테스트 

아이템을 뽑아내기 위해 적용된 유전 알고리즘의 설정은 총 20 

세대 생성 및 염색체는 20개를 유지하였으며, 결과의 

검증(Validation)을 위해서 5-묶음 교차 검증법(5-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나. 실험 결과 

 

각 윈도우 상에서 Mixture of Gaussian을 활용한 정상/시장불량 

분류 시 AUROC 값이 [표 6]과 같이 기존에 비해 공정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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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윈도우 별 최대 AUROC 값 

Window 

index 
AUROC 

Window 

index 
AUROC 

Window 

index 
AUROC 

Window  

1 
0.7048 

Window 

15 
0.8430 

Window 

32 
0.7268 

Window  

2 
0.7348 

Window 

19 
0.6231 

Window 

33 
0.7565 

Window  

3 
0.7258 

Window 

20 
0.6706 

Window 

34 
0.7164 

Window  

4 
0.7324 

Window 

21 
0.6748 

Window 

35 
0.7393 

Window  

5 
0.7875 

Window 

22 
0.7260 

Window 

36 
0.6769 

Window  

6 
0.6962 

Window 

23 
0.7898 

Window 

37 
0.6804 

Window  

7 
0.6698 

Window 

24 
0.7705 

Window 

38 
0.7593 

Window  

8 
0.7274 

Window 

25 
0.7378 

Window 

39 
0.7388 

Window  

9 
0.6377 

Window 

26 
0.7055 

Window 

40 
0.7180 

Window 

10 
0.6932 

Window 

27 
0.7665 

Window 

41 
0.7302 

Window 11 0.7153 
Window 

28 
0.7126 

Window 

42 
0.6812 

Window 

12 
0.7856 

Window 

29 
0.7504 

Window 

43 
0.7286 

Window 

13 
0.8039 

Window 

30 
0.7662 

Window 

44 
0.7080 

Window 

14 
0.7890 

Window 

31 
0.7408 

Window 

45 
0.7533 

 

위의 표에 나온 AUROC 값을 도출하는 테스트 아이템 집합이 

각 윈도우 별로 도출이 되며, 총 42개의 윈도우에서 각 테스트 

아이템의 선택 여부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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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테스트 아이템 별 혐의 테스트 아이템으로 선택된 비율 

Test item id 
#window(selected) 

/ #window(total) 
Test item id 

#window(selected) 

/ #window(total) 

test1 0.244444 test38 0.222222 

test2 0.266667 test39 0.244444 

test3 0.177778 test40 0.177778 

test4 0.244444 test41 0.177778 

test5# 0.088889 test44 0.177778 

test6* 0.355556 test46 0.311111 

test7 0.266667 test48# 0.111111 

test8 0.333333 test49 0.244444 

test9 0.244444 test50* 0.400000 

test12* 0.333333 test53 0.222222 

test14 0.155556 test59 0.333333 

test17# 0.155556 test60 0.222222 

test18 0.177778 test67 0.244444 

test20* 0.422222 test70 0.266667 

test21# 0.111111 test72 0.266667 

test35# 0.133333 test73* 0.355556 

test36 0.222222 test74 0.266667 

test37 0.244444 test75* 0.355556 

*: 혐의 테스트 아이템  #: 불필요 테스트 아이템 

 

실험결과가 유의미한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혐의 테스트 

아이템으로 선택된 비율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그 다음 상위 5개, 

하위 5개의 테스트 아이템을 각각 제외하고 똑 같은 설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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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위 5개, 차 상위 5개, 하위 5개 테스트 아이템 제외 후 

AUROC 도출 결과 

Window index Except top 5 

test items 

Except top 6-10 

test items 

Except bottom 5 

test items 

window 1 0.6543 0.6697 0.6788 

window 2 0.6733 0.7067 0.7162 

window 3 0.6570 0.6638 0.7340 

window 4 0.7377 0.7302 0.7308 

window 5 0.6983 0.7016 0.7664 

window 6 0.6382 0.6533 0.6557 

window 7 0.6201 0.6422 0.6456 

window 8 0.5907 0.6077 0.6279 

window 9 0.6546 0.6019 0.6021 

window 10 0.6762 0.6188 0.6394 

window 11 0.6646 0.7202 0.6808 

window 12 0.7046 0.7490 0.7340 

window 13 0.7370 0.7433 0.7595 

window 14 0.7392 0.7181 0.7600 

window 15 0.7546 0.7640 0.7794 

window 19 0.5258 0.6077 0.5698 

window 20 0.6143 0.6328 0.6302 

window 21 0.6409 0.6731 0.6259 

window 22 0.6638 0.6262 0.6279 

window 23 0.6754 0.7057 0.7215 

window 24 0.6889 0.6941 0.7596 

window 25 0.6438 0.7083 0.7095 

window 26 0.5978 0.6593 0.7176 

window 27 0.6658 0.6910 0.6931 

window 28 0.6434 0.7035 0.7077 

window 29 0.7417 0.7118 0.7667 

window 30 0.6854 0.7207 0.7438 

window 31 0.7424 0.7383 0.7028 

window 32 0.6934 0.7066 0.6823 

window 33 0.7314 0.7805 0.7466 

window 34 0.6499 0.7501 0.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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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35 0.6172 0.6252 0.6702 

window 36 0.5806 0.6814 0.6276 

window 37 0.6634 0.6542 0.6062 

window 38 0.7571 0.7913 0.7349 

window 39 0.7079 0.7036 0.6971 

window 40 0.6565 0.6926 0.6715 

window 41 0.6464 0.6885 0.6509 

window 42 0.6569 0.6335 0.6931 

window 43 0.7045 0.702 0.6643 

window 44 0.6254 0.6809 0.695 

window 45 0.6987 0.7193 0.7204 

Average AUROC 0.6695 0.6898 0.6920 

 

이 결과를 확인해보면, 실험에서 선정된 중요한 혐의 테스트 

아이템을 제외할수록 정상/시장불량의 분류 성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6]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평균 AUROC 값 비교 

 

따라서 실험 결과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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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20, 테스트 50, 테스트 6, 테스트 73, 테스트 75가 가장 

많은 윈도우에서 정상/시장불량 분류에 사용되었으며, 이에 반해 

테스트 5, 테스트 17, 테스트 21, 테스트 35, 테스트 48의 경우 

거의 대다수의 윈도우에서 정상/시장불량 분류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시장불량에 대한 혐의 테스트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시장불량 발생여부와 관련 없는 테스트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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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결론 
 

가. 의사결정나무 회귀분석을 활용한 시장불량 영역도출 연구 결론 

 

기존의 테스트 공정의 규격은 어떠한 규격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정 상/하한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조건 내에서 

불량률이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장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테스트 공정 규격 관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회귀나무 모형에 따르면 테스트 75가 2.34 이하, 테스트 

36을 1.935 이하로 관리하면 불량률이 총 38% 감소시켜서 공정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의 불량률: 0.7797%  기대 불량률: 

0.4850%) 

 

나.  BGA-MoG Wrapper를 활용한 시장불량과 테스트 아이템의 

연관성 도출 연구 결론 

 

정상과 시장 불량을 분류하는데 유의미한 테스트 아이템 집합을 

뽑았으며, 선정된 것은 아래와 같다. 

- TEST 6, TEST 8, TEST 75, TEST 20, TEST 50, TEST 

46 

이에 반해 거의 모든 윈도우 상에서 유의미한 테스트 아이템으로 

뽑히지 않은 하위 5개의 테스트 아이템은 다음과 같다. 

- TEST 5, TEST 17, TEST 21, TEST 35, TES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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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1)시장불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출된 테스트 아이템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여 시장 불량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2)시장 불량 영향 여부를 물리/기계적 방법을 통해 검증해야 할 

테스트 아이템을 명확히 할 수 있고 (3) 규격을 맞추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테스트 아이템들 중 시장 불량과는 정말 상관없는 

테스트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는지 필요성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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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점 
 

실제 시장 불량은 사용자의 일정 사용기간을 거친 후에 발견된다. 

따라서 테스트 불량 데이터와 다르게, 충분한 수의 시장 불량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제품군 안에서도 새로운 신제품이 짧은 주기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 주기가 짧은 제품의 경우 분석을 수행하여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시장 불량 데이터의 레이블(label)의 경우, 어떤 

제품의 경우 사소한 불량이 발생하면 대다수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만, 일부 사용자의 경우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 오류(false negative)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품질이라는 것은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공급 사슬(supply chain) 상의 모든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완제품 단계에서의 테스트 

데이터와 시장 불량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분석 데이터의 정보 불충분성(information insufficienc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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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에서는 시장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규칙(rule)을 도출하기 

위해서 CART를 사용하였지만, CART는 예측성능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다 성능이 좋은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시장불량률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두 번째로 GA-Mixture of Gaussian Wrapper를 활용하여 

도출한 혐의 테스트 아이템들과 다른 변수 선택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테스트 아이템 결과가 일관성 있는지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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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ket Quality Prediction and 

Defect Detection using Field-

Claim data 

 

 

Hongtae Kim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isting papers studied two subjects for improving 

manufacturing process. First, they unearth the defect 

occurrence test item’s regions, second, they dis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item and market defect. 

But, they did not combine manufacturing data with market 

data. So they made labels by artificial environmental inspection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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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ed that combining real data set made in 

electronic manufacturing process with market data, and 

proposed two analysis framework. 

First, by using regression tree, we can predict market defect 

rate represented by test item regions. 

Second, we can deduct suspicion test item by Binary genetic 

algorithm-Mixture of Gaussian Wrapper method. From this 

study, we can discover suspicion test items. By managing these 

items, we expect to discover new domai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Keywords : Defect, Prediction of Market Quality, Manufacturing 

Process, Region of Test Item, Suspicion Tes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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