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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 우위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인건비, 재료비 등의 제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으며 중국 제조업이 급부상하면서 더욱 저렴한 제조원가로 한

국의 제조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독

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시

킴으로써 데이터화, 자동화, 지능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 한국

의 제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

리 관련 개념을 받아들이며, 각 기업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시키면서 제

조 경쟁력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저자의 회사에서도 빅데

이터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고질적

인 불량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원가 절감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저자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LCD 및 OLED 디스플레이에 필

수적으로 사용되는 편광필름이 있으며, 편광필름은 얇은 복합층의 필름

으로 제품 생산 및 취급 중에 휨이라는 고질적인 불량 문제를 안고 있다. 

휨 불량은 편광필름의 제조 공정 중에서 연신 공정 단계에서 주요 원인

이 있으나 제품의 구조적인 문제로 2단계 이후 공정인 재단 공정 단계

를 거쳐야 휨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선 관련 조치도 늦고 불량 재

고 발생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 

활동을 통해 새롭게 수집되는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편광필름의 휨 

불량을 주요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연신 공정 단계에서 선행 예측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휨 불량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

존의 경험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이 아닌,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적 방법을 통해 휨 불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도출하고, 실제 제조 라인에

서 관리 가능한 주요 인자를 선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실험은 2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변수 선택 방

법과 모델 학습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변수 선택 방법은 랜덤 포레스트, 

주성분 분석, 라쏘 회귀 등을 통해 중요 변수를 선택해 보았고, 모델 학

습 방법으로는 랜덤 포레스트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가 적었기 때문에 일부 

중요 변수만 사용하더라도 모델의 성능이 양호했으며, 로지스틱 회귀 방

법 보다는 랜덤 포레스트 방법에서 예측 성능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편

광필름 휨 불량을 줄일 수 있는 휨 예측 모델과 주요 관리 인자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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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제약사항을 보완한다면 예측 성능을 더

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데이터, 편광필름, 휨, 변수 선택,  

예측 모델 

 

학   번 : 2018-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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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21세기에 들어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

업이 재편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제조업이 재조명 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독일, 오

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

조업이 약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

는데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1].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2016년 글로벌 국가 경쟁력 순위” 에서 보면, 2016년에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5위 였으나, 2020년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

도에 이어 6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2]. 최근의 제조업 상황도 녹

록치 않다. 인건비, 재료비 등의 제조원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수요 

보다는 공급이 초과되어 다양한 고객의 취향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필요

하며,  제품 생산의 주기 또한 짧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 심화, 제조원가 상승, 소비자의 수요 다양화 등으로 총제적

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의 

제조원가를 확보하고 다양한 제품을 적기에 생산하는 유연한 생산 시스

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3].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장의 모든 자원(인적,물적)과 IT 시스템

과의 통합화를 통해 생산활동의 전반을 데이터화, 자동화, 지능화 하는 

활동, 즉 공장의 스마트화를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내 

제조 가치사슬의 모든 요소(인적, 물적 등)들을 정보기술 (IT : 

Information Technology)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통합된 프로세

스를 기반으로 모든 엔티티(entity)간 상호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공

장 전체의 가시성을 바탕으로 유연한 자동화, 자율화 뿐만 아니라 지능

화를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자동화된 로봇 기술

과 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딥러닝

(Deep Learning) 및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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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의 접목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그림1-1][4].   

 

[그림1-1] 인더스터리4.0 컨셉 다이어그램 

 

 

스마트 팩토리 체계를 갖추게 되면 개인에게 맞춤화된 제품을 공급

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생산 제품의 종류와 수량이 변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림1-2]는 이러한 스마트 팩

토리의 기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4]. 

 

[그림1-2]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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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제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새로운 생산 제조 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한국 제조업

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정

부 및 산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4].  

최근 본 저자의 회사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위해 공장 제품, 생산, 설비 등 전반적인 것을 디지털화 하고 있

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여 제조 경쟁력을 상향시키

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제 2 절 편광필름 소개 
 

  편광필름은 TV,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 화면 등 LCD 및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이다. 편광필름의 두께는 약 200~300μ

m 정도로 매우 얇으며, 구조는 여러 층의 필름으로 이루어진 복합 재료

필름이다. 편광필름은 LCD 모듈(Module)의 백라이트(Back Light)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빛에 대해 편광 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투과시키고 그 외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흡수 또는 반사시키는 기능

을 통해 디스플레이 화면에 원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1-3].  

  

[그림1-3] 편광필름 구조와 기능① 

 

 

 

① https://www.lgchem.com/product/PD00000049?lang=ko_KR 

  

https://www.lgchem.com/product/PD00000049?lang=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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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공정은 간단히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TAC(Tri-Acetyl Cellulose) 필름을 친수성(Hydrophilicity)으로 처리

하는 전처리 공정(Pre-treatment), PVA(Poly Vinyl Alcohol)와 

TAC(Tri-Acetyl Cellulose) 필름을 합판하는 연신 공정(Stretching), 

보호필름과 점착제를 코팅하는 코팅 공정(Coating), 롤(Roll) 반제품을 

주문한 디스플레이 화면에 맞게 잘라내는 재단 공정(Chipping), 편광필

름의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 검사 공정(Inspection), 마지막으로 최

종 완제품을 고객에게 운반(Shipping)하는 공정이다[그림1-4]. 

 

[그림1-4] 편광필름 제조 공정② 

 

 

 

제 3 절 연구 목적 
   

  편광필름은 두께가 매우 얇고 고분자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구

조이기 때문에 열 및 동적 영향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즉 편광

필름의 생산 이나 운송의 과정에서 온도, 습도, 장력 등에 민감하게 반

응하여 모양의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모양의 변형을 휨 현상이

라 부르며 휨이 발생하는 방향에 따라 (+) 혹은 (-) 로 수치를 표시할 

수 있다[그림1-5]. 

 

 

②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hope61&logNo=120142683400&

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hope61&logNo=12014268340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hope61&logNo=12014268340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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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편광필름 휨 

 

 

 

편광필름의 휨은 디스플레이에 편광필름을 부착할 때, 기포 문제

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품 불량 중 기포(Bubble) 불량의 원인이 된다[그

림1-6]. 

 

[그림1-6] 기포(Bubble) 불량 

 

 

 

편광필름의 휨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는 제조 공정 중에 연신 

공정으로, 생산 과정 중에 열 및 동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연신 공정에서 휨을 완화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밝혀진 주요 인자를 관리

하고는 있으나, 휨 현상은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편광필름에서 발생

하여 제품 불량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자의 회사에서 최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 전환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새롭

게 정비를 완료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QMS(Quality Management), 공정설비운전정보(Tag), DW(Data 

Warehouse) 등의 제조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되는 연신 공정 인자 데이

터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편광필름의 휨 예측 모델을 구하고, 

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편광필

름의 휨을 완화하여 실제 제조 라인에서 제품 불량률을 낮추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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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결과에 대한 향후 적용 모습 
 

본 연구를 통해 휨 불량에 대한 예측 모델이 실제 제조 라인에 적

용된다면 2단계 형태의 적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단계는 현재 제조 

라인 내에서 경험적으로 관리되는 방법과 본 연구를 통한 예측 모델에 

의해 관리되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효과성을 비교하는 방

안이다. 이후 예측 모델의 성과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예측 모델을 통

해서만 연신 공정 단계에서 휨 불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는 

[그림1-7]와 같은 모습으로 지능형 품질 제어 시스템 형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실제 제조 라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GMES, GQMS 

같은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에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휨 예측 모델에 필요한 분석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예측한다. 이

후 예측 모델 결과와 실제 휨 불량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

서, 공정 중 휨 불량 발생 시 자동적으로 관련 인자에 찾아 조치를 취해 

불량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7] 지능형 품질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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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제설명 및 해결방안 / 제약사항 
 

 

제 1 절 문제설명 
 

    편광필름의 휨 현상은 제조 과정 중 연신 공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휨 현상이 주요 발생하는 공정과 

휨이 문제로 드러나는 시점의 공정은 구체적으로 시간적 / 물리적인 차

이가 있다.  

 

[그림2-1] 편광필름 휨 현상의 발생 및 확인 시점 

 

 

 

   [그림2-1]을 보면 편광필름의 휨은 연신 공정에서 주요 영향을 받

아 결정되지만, 코팅 공정을 거쳐 추가적인 필름 및 점착제가 합판되고 

완제품 상태가 각 인치에 맞게 잘려지는 재단 공정이 되어서야 휨 문제

로 인한 합격 / 불합격이 최종 판정된다.  

이처럼 휨 문제가 연신 공정에서 바로 확인 안되고 이후 공정에서 

확인되는 만큼 휨 조정 작업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된 편광필름 재고는 출하 보류가 됨으로써, 별도의 휨 관련 확인을 

거친 이후에 출하될 수 있다. 따라서 재고 관리 로스(Loss)가 발생되고 

악성 재고 리스크(Risk)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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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결방안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연신 공정에서 휨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신 공정의 인자를 독립변수로, 재

단 공정에서의 휨 판정을 종속변수로 하는 휨 예측 모델을 만들어 연신 

공정 단계에서 휨 판정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또한 예측 모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선택하여 실제 제조 라인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독립변수에 대한 연신 공정 인자는 설비운전정보(Tag), GMES 

(Global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DW (Data Warehouse) 

등 의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된 원단의 제조 랏(Lot) 당 평균 데이터

이며, 종속변수는 GQMS(Global Quality Management System)에서 해

당 제품 원단 랏(Lot) 기준으로 재단 공정 이후의 휨 판정 데이터이다. 

이를 활용하여 [그림2-2] 과 같이 모델링을 구현해보고자 한다. 

 

[그림2-2] 예측 모델에 대한 변수들 

 

  

 

 

 

 

 

 

 

  

 

 

 

 

 

 

예측 모델을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기법 중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주로 수치형 데이터에 대하여 확률을 

기반으로 어떤 현상을 추정 및 예측하는 방법인 회귀(Regression) 분석 

 GQMS 시스템 

 GMES 시스템 

• 휨 불량율 

• 생산 Lot 정보 

• 생산 이력 

 설비운전정보 (Tag) 

• 롤(Roll) 조건 

• 건조 조건 

• 액상 농도 조건 

독립변수 

종속변수 

 DW 시스템 

• 통합정보 

Y= β
0
+β

1
X

1
+β

2
X

2
+β

3
X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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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며, 대표적인 분류 모델에 적용되는 로지스틱 

(Logistic)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 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또한 독립변수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주요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 

(Variables selection or features selection)이 추가로 필요하다

[6][10]. 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높은 경우 원래의 변수 정보를 축약한 

새로운 변수로 사용해서 변수의 차원 감소(Dimension reduction)를 할 

수 있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다항 회귀 모델

에서 정규화(Regularization) 과정을 통해 영향도 높은 변수를 구분하고 

중요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라쏘 회귀(Lasso regression), 랜덤 포레

스트(Random forest)의 중요 변수 선택 등의 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2-3]과 같이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 해보

고자 한다. 

 

[그림2-3] 예측 모델에 대한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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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약사항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

해 구현해 보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제조 라인에서 제품 생산 시  설비운전정보의 데이터는 초 단

위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값이지만, 독립변수로 사용된 데이터는 제조 

랏(Lot) 기준의 평균 데이터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략 폭 1,330mm, 길

이 1,300m 정도 되는 롤(Roll) 제품의 십 여분 동안 평균값인 것이다. 

이는 초 단위 실시간 데이터는 아직 별도의 서버 시스템을 통해 저장되

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종속 변수로 사용되는 휨 불량률은 1개의 

롤 제품에서 화면 인치에 맞게 잘려진 상태의 제품에 대한 불량률을 기

준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설비운전정보의 제조 랏(Lot) 당 평균 공정 

데이터가 편광필름 휨 불량률과 상관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는 모델의 예측 정확성

(Accuracy)를 높이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제조 라인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작업이 오래되지 않아 실

제 확보된 데이터수가 적어 한 종류의 제품이 아닌 유사한 다른 종류의 

제품 데이터를 더미 (Dummy) 데이터로 활용하여 데이터 수를 추가 확

보했다. 하지만 독립변수 수에 비해 확보된 데이터가 많은 것은 아니다.  

    셋째, 편광필름의 휨 불량률 3%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높으면 1, 낮

으면 0으로 종속변수를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으나 휨 불량률 기준을 높이면 1인 데이터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정확도(Accuracy)는 증가하나 민감도(Sensitivity)는 감소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휨 불량률 기준을 낮추면 정확도가 감소하는 더 불리한 결과였

다. 따라서 불량률이 높은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결국 두 번째에서 언급한 동일한 이유로 인해 불량 데이터 수가 부족하

여 예측 성능을 올리는 데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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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통계적 방법론 
 

 

제 1 절 오버샘플링(Oversampling) 
 

분류 모델 중에서 불균형 범주형의 경우, 소수 클래스(class) 데이

터 수의 부족으로 예측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통 학습 전에 리샘플링(resampling)을 통해 훈련셋(training set)에서 

클래스 간 균형을 맞추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리샘플링 방법은 데

이터 셋 내에서 소수의 클래스 비중을 높이거나 다수의 클래스 비중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데, 이를 각각 오버샘플링(oversampling), 언

더샘플링(undersampling) 이라고 한다[5][6].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오버샘플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오버샘플링은 소수의 클래스 데이터를 임의 복제하여 그 수를 늘이

게 되는데 [그림3-1]와 같다. 오버샘플링은 데이터 정보가 손실되지 않

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훈련셋의 성능은 향상되지만 검증셋의 성능은 저

하되는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7][8].  

 

[그림3-1] 오버샘플링의 데이터 처리 

 

 

 

 

 

제 2 절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휨 불량률에 대해 일정한 값을 기준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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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보다  높으면 1, 낮으면 0으로 구분하는 범주형 변수이다. 따라서 일

반적인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기에는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S자 형태의 로지스틱

(Logistic) 함수 혹은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확률

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속변수 값이 0과 1 사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9]. 로지스틱 함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3-1) 

혹은 (식3-2)와 같다. 

 

logit P(Y│X) = log(
𝑃(𝑌│𝑋)

1−𝑃(𝑌│𝑋)
) = β0 +  β1X1 +β2X2 + β3X3 + ... (식3-1) 

 

P(Y│X) =    
𝑒(β0 +  β1X1 +β2X2 + β3X3 + ...)

1+ 𝑒(β0 +  β1X1 +β2X2 + β3X3 + ...)       (식3-2) 

  

독립변수 X을 이용하여 예측한 Y값은 𝑃(𝑌│𝑋)이며, 정확히는 독립

변수 X에 대해 종속변수 Y가 될 확률이다. X1, X2, X3 등은 독립변수를 

나타내며, 계수 β들은 최대가능도 방법 (maximum likelihood)를 통해 

𝑃(𝑌│𝑋) 가 최대가 되는 값이다. 

 

 

 

제 3 절 주성분 회귀(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변수(p개)가 많을 때 양적 변수(Quantitative variable)들 사이의 

분산 및 공분산(Covariance)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시되

는 주성분(Principal Component)를 찾아서 k(≤p)개의 주성분으로 전

체 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다변량 분석 방법이다. 주성분 분

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은 선형관계식(식3-3)을 통하

여 모델의 차수(Dimension)을 감소(Deduction)시켜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성분 간에 상관이 없거나 독립적인 새로운 변

수로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되도록 한다[11][12]. 변수들 사이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로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을 사용하

여 p 차원의 자료를 2차원 또는 3차원 주성분 공간으로 사영

(projection)시켜 저차원 공간에 그래프로 나타내어 자료의 특성을 찾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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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𝑦𝑖 =  𝑎1𝑖𝑥1 + 𝑎2𝑖𝑥2 + ⋯ + 𝑎𝑝𝑖𝑥𝑝 (i = 1,2, … , p)     (식3-3) 

단, 𝑎𝑖 = (𝑎1𝑖, 𝑎2𝑖,…, 𝑎𝑝𝑖) 는 모두 크기가 1인 단위벡터 

 

주성분 성질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𝑦1  : x 들의 선형결합 가운데 최대분산을 갖는다. 

②  𝑦2 : 𝑦1과 무상관 (𝐶𝑜𝑣 (𝑦1: 𝑦2) = 0) 이면서 x 들의 선형결합 가

운데 최대분산을 갖는다. 

③  𝑦𝑖   : 𝑦1, … , 𝑦𝑖−1  과 무상관이면서 x들의 선형결합 가운데 최대

분산을 각는다. (i = 1,2, … , p) 

④  𝑎𝑖  는 주성분 점수(principal component scores)을 나타내며 

제일 큰 고유값(eigenvalue) λi 에 대응되는 고유벡터 𝑒𝑖와 같

다. 

⑤  𝑉𝑎𝑟(𝑦𝑖) = λ
𝑖
와 같다. (λ

𝑖
= i번째 변수의 고유값) 

 

주성분의 개수 k의 선택기준은 전체변동에 대한 공헌도, 고유값의 

크기,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형을 이용하여 

주성분 개수를 선택하고자 한다.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스크리 산점도

(Scree plot)를 활용하는데, 고유값의 그래프를 통해 고유값을 크기순으

로 나열하고 i번째에서 감소하는 추세가 완만해지면 k= i-1로  선택한

다.  

  

 

 

제 4 절 라쏘 회귀(Lasso Regression)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통한 모델은 모델의 차원이 높을수록 편차

(Bias)가 줄어들지만 분산(Variance)는 증가한다. 따라서 예측 모델의 

적절한 편차와 분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화(Regularization) 과정을 통

해 변수의 회귀계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제약조건을 부여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릿지 회귀(Ridge Regression)와 라쏘 회귀

(Lasso regression, Lasso : The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이 있으며, 릿지 회귀는 모든 변수의 회귀 계수를 

사용하지만 라쏘 회귀는 영향도가 낮은 회귀 계수를 0으로 하여 중요 

변수만 선택할 수 있다[11][13]. 본 연구에서는 중요 변수 선택에서 유

리한 라쏘 회귀를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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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쏘 회귀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을 최소화하면서 회

귀계수 벡터(β)의 L1 norm(‖β‖1)을 제약하는 방법이다.  

 

β̂ = min {∑ (𝑦𝑖 − 𝛽0 − ∑ 𝛽𝑗𝑥𝑖𝑗
𝑝
𝑗=1 )

2
𝑛
𝑖=1 +  λ‖β‖1}     (식3-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평균제곱오차를 사용하지 않고 분류

(Classification) 모델에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기반한 이항 편

차(Binomial Deviance)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식3-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β̂ = min {∑ (𝑦𝑖 −
1

1+exp (−𝛽0−∑ 𝛽𝑗𝑥𝑖𝑗
𝑝
𝑗=1

  )
)𝑛

𝑖=1 +  λ‖β‖1}    (식3-5) 

 

(식3-5)를 보면 가중치 λ 는 수축패널티(Shrinkage Penalty)로 직

접 조정하는 값이며, 변수 p개인 회귀계수 벡터 β의 L1 norm (‖β‖1)은 

절대값을 취한 뒤 모두 더해 구한다(식3-6). 

 

‖β‖1 =  ∑ |𝛽𝑖|𝑝
𝑖=1         (식3-6) 

 

   이처럼 목적함수(Object Function) β̂가 최소가 되게끔 가중치 λ와 

‖β‖1를 조정하면서 관련 회귀 계수 (𝛽𝑗) 들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가

중치 λ와 ‖β‖1는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구한다. 일반적으

로 가중치 λ값이 낮으면 L1 norm 의 영향성이 덜해 모델의 복잡성이 올

라가며 과대적합(Over Fitting)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가중치 λ값이 높

으면 L1 norm 영향성이 커지므로 모델이 단순해져 과소적합(Under 

Fitting) 가능성이 높다. 라쏘 회귀는 가중치 λ을 조절함으로써 모델에 

영향력이 적은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쉽게 0으로 만들 수 있어 예측 정

확도를 취하면서도 변수 선택에 있어서 해석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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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와 

배깅(Bagging)을 기반으로 하지만 나무들간의 관계성을 줄이고 과적합

을 피해 예측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다. 또한 변수 선택(Variable 

selection)과 모델 예측을 동시에 할 수 있다[14][15].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분류 오차(Classification error) 대신 아래 

(식3-7)과 (식3-8)의 2가지 순도(purity)에 관한 지표를 사용한다. 

�̂�𝑚𝑘는 m번째 독립변수 공간 내에서 k번째 분류에 대한 훈련 데이터의 

비율이다. 

 

G (Gini index) =  ∑ �̂�𝑚𝑘(1 − �̂�𝑚𝑘)𝐾
𝑘=1         (식3-7) 

D (Cross entropy) = − ∑ �̂�𝑚𝑘  ln �̂�𝑚𝑘)𝐾
𝑘=1        (식3-8) 

 

랜덤 포레스트는 전체 독립변수 중에서 k개 변수만으로 결정 트리

를 만들고 다시 한번 무작위로 k개 변수를 다시 선택하여 결정 트리를 

만든다. m번 반복하여 여러 결정 트리에서 내린 예측 값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최종 예측값으로 정한다.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모든 독립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적은 수의 독립변수를 무작

위로 선택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다른 변수들에게 예측에 활용될 기회

를 줌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고 과대 적합(Over fitting)을 피할 수 있

게 된다. 

랜덤 포레스트는 변수의 중요도를 지니 계수(Gini Index)의 감소율

의 정도로 중요 변수를 평가하거나 변수가 모형에서 제거되었을 때 정확

도가 감소하는 정도로 평가한다. 

 

 

 

제 6 절 수신자 조작특성 (ROC) 커브 
 

 수신자 조작 특성 (ROC :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커

브(Curve)는 데이터를 통해 예측 모델을 구했다면 실제 생성된 모델이 

얼마나 유용한지 검사하는 방법이다[15]. 

     모델이 분류 클래스에 대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3-1]과 같이 혼동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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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이진 분류에 의한 혼동 행렬표 

    실제 

    양품 불량 

예측 

양품 
True Negative 

(TN) 

False Negative 

(FN) 

불량 
False Positive  

(FP) 

True Positive  

(TP) 

 

  상기 표를 이용한 성능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정확도 (Accuracy) : 모델이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는지 나

타내는 항목으로 양품, 불량 전체의 적중률을 의미 

 

정확도 (𝐴𝑐𝑐𝑢𝑟𝑎𝑐𝑦) =  
𝑇𝑃 + 𝑇𝑁

𝑇𝑃 + 𝐹𝑃 + 𝑇𝑁 + 𝐹𝑁
 

 

• 양품 예측율 (특이도=Specificity) : 양품 라벨 항목에 대해 

양품으로 옳게 예측한 비율 

 

양품 예측율 =  
𝑇𝑁

𝐹𝑃 + 𝑇𝑁
 

 

• 불량 예측율 (민감도=Sensitivity) : 불량 라벨 항목에 대해 

불량으로 옳게 예측한 비율 

 

불량 예측율 =  
TP

FN +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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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조작특성 (ROC) 커브는 모델의 성능이 기준선을 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이다[그림3-2]. 긍정 오류율 

(FPR)을 x축으로, 민감도 (Sensitivity = TPR)을 y축으로 정의한다. 

각각의 예측은 ROC 커브에서 점으로 표현된다. AUC (Area Under 

Curve)는 평가 모델의 ROC 곡선에서 아래 영역의 넓이를 의미한다. 즉, 

AUC가 높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 

 

 

[그림3-2] 수신자 조작특성 (ROC) 커브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양품 예측율, 불량 예측율, AUC를 성능 지표

로 모델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며, 특히 정확도는 70% 이상, 

AUC는 0.8 이상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목표 수립의 이유는 저자의 회

사에서 유사한 프로젝트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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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데이터 전처리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회사 내 관리 시스템 인 

GQMS(Global Quality Management System), GMES (Global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설비운전정보 (Tag) 시스템 기반

한 통합 DW(Data Warehouse)에서 2018년 5월 ~ 2019년 4월 까지

의 데이터에 대한 제조품의 생산 랏(Lot) 기준이다. 편광필름 제조 과정

의 실제 데이터를 추출했으며, 약 1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설비 라인 내

에서 생산된 유사한 구조를 가진 8가지 제품이 포함되었다. 취합된 데이

터는 변수 수는 401개 (종속 변수 1개, 독립 변수 392개, 더미 변수 8

개), 데이터 수는 1,355개 이다. 1가지 제품으로는 데이터 수가 부족하

여 유사한 구조의 8가지 제품을 추가하여 더미(Dummy) 데이터로 확보

하였다. 종속 변수는 재단 공정 단계에서 확인된 동일한 생산 랏(Lot) 

기준의 휨 판정 데이터이다.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전처리 과정은 [그림4-1]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를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휨 불량률 기준으

로 3% 이상인 경우를 1, 이하인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데이

터의 형 변환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조 라인 내 데이터를 R 프로그램으

로 불러오게 되면 변수에 따라 범주형(Factor), 정수형(Integer), 수

(Numeric) 등의 형태가 되는데 종속변수는 범주형(Factor)으로 변환하

고, 독립변수는 연속형인 수(Numeric) 형태로, 더미(Dummy) 데이터는 

범주형 (Factor) 변수로 변환하였다. 셋째, 데이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수 중에서 범주형 변수를 제외한 연속형 변수에 대해 정규화

(Normalization) 작업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속형 독립변수 중에서 분

산이 0에 근접하여 변수로써 의미가 없는 항을 제거하였다. 다섯째, 값

에 빈칸이 있어 값 추정이 어려운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데이터는 제거

하였다. 여섯째, 양품에 비해 불량 데이터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량을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 성능을 위해 오버샘플링(oversampling) 방법을 

적용하여 불량 데이터 수를 복제하여 양품과 불량 데이터를 수를 동등하

게 하였다. 상기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 변수 250개(독립변수 249

개, 종속변수 1개)와 1,378개의 데이터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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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데이터 전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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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중에서 훈련 셋(Training set)을 통하여 중

요 변수 선택과 예측 모델을 구하고, 검증 셋(Test set)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1,378개의 데이터는 Training Set, 

Validation Set, Test Set의 비율을 60 : 20 : 20 으로 구분하고 

Training Set의 불량 데이터를 오버샘플링 하여 다음 [표4-1]과 같다.  

 

[표4-1] 데이터 구분 현황 

전체 

데이터 

훈련 셋 

(Training Set) 

훈련 셋 

(Validation Set) 

검증 셋 

(Test set) 

 
0 1 0 1 0 1 

1,378 463 463 159 67 164 62 

 

 

 

 

제 2-1 절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이용하면 모델의 회귀 분석을 수

행하는 것 뿐만 무작위로 변수를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요 변수를 선

택할 수도 있다. 우선 전체 변수를 이용하여 랜덤 포레스트로 학습시키

기 위해 노드사이즈 2,3,4,5 와 트리수 100, 500, 1000 의 경우를 조합

하여 훈련셋 데이터로 10차 교차검증 적용한 랜덤 포레스트 성능을 평

가하여 아래의 변수개수에 따른 최적 파라미터(Parameter)를 구했다

[표4-2].  

 

[표4-2] 변수 개수에 따른 랜덤 포레스트 최적 파라미터 

항목 
노드사이즈

(nodesize) 
변수개수(mtry) 

트리수 

(ntree) 

Case #1 3 10 500 

Case #2 5 15 100 

Case #3 3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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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노드사이즈(nodesize)는 한 노드(node)에서 가지는 

최소한의 노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을수록 깊은 트리(Tree)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변수수(mtry)는 전체 변수 중에 모델의 학습에 사용할 

변수의 개수, 트리수(ntree)는 전체 트리의 수를 의미한다.  

전체 독립변수를 사용하고 [표4-2]의 최적 파라미터를 적용한 랜

덤 포레스트의 예측 성능은 아래[표4-3]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3가지 

경우에서 Case #1 이 가장 성능이 양호했으며, Case #1에 대한 수신자 

조작 특성(ROC) 커브의 AUC는 0.85로 나타났다[그림4-2].  

 

 

[표4-3]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예측 성능 

항목 
정확도 

(Accuracy) 

불량 예측율 

(Sensitivity) 

양품 예측율 

(Specificity) 
AUC 

Case #1 82.7 % 67.7 % 88.4 % 0.85 

Case #2 81.0 % 64.5 % 87.2 % 0.85 

Case #3 81.4 % 62.9 % 88.4 % 0.84 

 

 

[그림4-2] Case #1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ROC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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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에 대한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모델의 중요 변

수에 대한 지니계수(Gini index) 및 정확도 감소 경향(Derease of 

accuracy)를 분석해보면 [그림4-3]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4-3]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 별 지니계수 및 정확도 

 

 

 

    지니계수(Gini index) 기준으로 영향도가 높은 변수는 [표4-4]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4-4] 랜덤 포레스트로 선택된 10개의 중요 변수 

순서 1 2 3 4 5 6 7 8 9 10 

변수 a208 a115 a118 a130 a196 a206 a160 a065 a063 a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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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정된 중요 변수에 대해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

계를 [그림4-4]와 같이 시각적으로 구조를 확인해 보았으며, #2 (a208 

& a118), #6 (a208 & a160), #7 (a208 & a162) 그래프에서 클래스

(Class)가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4-4] 선정된 중요 변수에 대한 시각화된 구조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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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절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의 10개 중요변수에 대해 [그림4-

5]와 같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

란색은 양의 상관성을 빨간색은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절대값

이 1에 가까울 수록 상관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a130 & a206, 

a130 & a196, a206 & a196, a196 & a063 등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변수들이 다수 관찰되고 있다. 

 

[그림4-5] 10개 중요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 

 

 

주성분 분석(PCA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변수가 많은 

데이터의 차원(Dimension)을 축소(Shrinkage)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며, 변수가 너무 많아 분

석에 비효율성이 높아져 정확성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도 있다. 

기존 데이터에서 주성분 분석을 통해 [그림4-6]의 스크리 산점도

(Scree plot)를 보면 주성분 개수 별 전체 분산 설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주성분 15개 만으로도 전체 분산의 약 90%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표4-5]되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도 문제없다[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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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주성분 개수 별 분산 설명력 (스크리 산점도) 

 

 

[표4-5] 주성분 개수에 따른 누적 분산 설명력 

  PC1 PC2 PC3 PC4 PC5 PC6 

Standard deviation 11.854 5.3268 4.03079 3.22004 2.31528 2.0473 

Proportion of Variance 0.5643 0.114 0.06525 0.04164 0.02153 0.01683 

Cumulative Proportion 0.5643 0.6783 0.74353 0.78517 0.8067 0.82353 

  PC7 PC8 PC9 PC10 PC11 PC12 

Standard deviation 1.66161 1.58663 1.48497 1.45082 1.36802 1.36621 

Proportion of Variance 0.01109 0.01011 0.00886 0.00845 0.00752 0.00750 

Cumulative Proportion 0.83462 0.84473 0.85359 0.86204 0.86956 0.87700 

  PC13 PC14 PC15 PC16 PC17 PC18 

Standard deviation 0.30721 1.22454 1.21171 .205051 .172621 .103061 

Proportion of Variance 0.00686 0.00602 0.00590 .005830 .005520 .004890 

Cumulative Proportion 0.88392 0.88994 0.89580 .901670 .907190 .912080 

 

[그림4-7] 주성분 (PC1~PC10)에 대한 다중공선성 

 

전체 분산 약 90% 설명 지점 (주성분 15개) 



 

 26 

앞에서 구한 주성분을 새롭게 변수로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분산 90%를 설명하는 주성분 

15개를 사용했다. 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회귀계수는 [그림4-

8]의 Estimate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림4-8] 주성분 15개에 대한 로지스틱 모델의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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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예측 성능은 정확도(Accuracy) 

76.5%, 불량 예측율 54.8%, 양품 예측율 84.8% 를 각각 나타냈다[표

4-6]. 수신자 조작특성 (ROC) 커브의 AUC는 0.81 이었다[그림4-9].  

 

[표4-6] 주성분 15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예측 성능 

정확도 

(Accuracy) 

불량 예측율 

(Sensitivity) 

양품 예측율 

(Specificity) 
AUC 

66.4 % 66.1 % 66.5 % 0.73 

 

 

[그림4-9] 주성분 15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ROC 커브 

 

 

    앞 절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비해 예측 성능이 저하되었는데, 양

품 예측율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전체 정확도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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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절 라쏘 회귀 (Lasso Regression) 
 

  

회귀 모델에서 변수 선택 방법 중 변수의 중요도를 하나씩 평가하면

서 중요 변수를 찾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전진  선택법(Forward 

Selection),  후진 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단계적 선택법

(Stepwise Selection) 등의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수가 매우 

많고 분류(Classification) 모델이므로 일반적인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회귀 계수(Regression 

Coefficient)의 변동폭이 커서 모델의 예측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 계수에 제약 조건을 부여하여 회귀 계수의 변동

을 축소(Shrinkage)하는 방법인 라쏘 (Lasso : The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회귀를 적용하여 중요 변수를 선택

하면서, 분류(Classification) 모형에서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와 병행

하여 모델을 학습시켜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던 라쏘 회귀 관련 내용 중 

(식3-5)의 목적함수 (Object Function) β̂ 가 최소가 되는 가중치 λ 와 

L1 norm (‖β‖1)을 구하기 위해 L1 norm (‖β‖1)와 가중치 λ를 단계적으

로 변화시키면서  10-fold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이용한다. 일

반적으로 가중치 λ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복잡해지고 회귀 계수의 개수

가 많아진다. 

먼저 가중치 λ 를 1~200까지의 범위에서 L1 norm 에 따른 회귀계

수의 분포는 [그림4-10]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4-10] 가중치 λ가 1~200 범위에서의  

L1 norm 에 따른 회귀 계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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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에서 y축은 회귀 계수 값이며, x축의 아래쪽은 L1 norm, 

x축의 위쪽은 변수의 수를 나타낸다. L1 norm 이 작을수록 회귀 계수  

중 일부가 0이 되어 유효한 회귀 계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앞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고 10-fold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목적함수 (Object Function) β̂  혹은 이항 편차 

(Binomial deviance)가 최소가 되는 가중치 λ을 구하면 [그림4-11]과 

같다.  

 

[그림4-11] 가중치 λ 에 따른 이항 편차 

 

 

 

[그림4-11]에서 수직 점선 중 왼쪽 부분은 가중치 λ𝑚𝑖𝑛  = 

0.000585 이며, 오른쪽 부분은 가중치 λ1𝑠𝑒  = 0.007915 이다. 참고로 

가중치 λ𝑚𝑖𝑛  은 이항 편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며, 가중치 λ1𝑠𝑒은 λ𝑚𝑖𝑛

에서 표준편차 규칙이 적용된 값(정규화 적용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λ1𝑠𝑒  가 아닌 가중치 λ𝑚𝑖𝑛  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구한 λ𝑚𝑖𝑛  일 

때의 회귀 계수는 [표4-7]와 같이 나타나며, 249개 변수 중에서 남은 

변수는 73개로 나타났다. 

 

  

λ𝑚𝑖𝑛 λ1𝑠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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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이항 편차가 최소 일 때, 회귀 계수 및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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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구한 회귀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 셋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해보면 아래 [표4-8]과 같다. 학습 모델의 예

측 성능은 정확도(Accuracy) 74.8%, 불량 예측율 75.8%, 양품 예측율 

74.4% 로 나타났다. 수신자 조작 특성 커브의 AUC는 0.80로 나타났다

[그림4-12]. 라쏘 회귀의 성능은 앞의 랜덤 포레스트 성능 결과에 비해 

정확도가 감소했으며 불량 예측율은 올랐으나 양품 예측율이 저하되었다. 

 

 

[표4-8] 라쏘 회귀 모델의 예측 성능 

정확도 

(Accuracy) 

불량 예측율 

(Sensitivity) 

양품 예측율 

(Specificity) 
AUC 

74.8 % 75.8 % 74.4 % 0.80 

 

 

[그림4-12] 라쏘 회귀 모델의 ROC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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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리 및 분석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들을 [표4-9] 및 [그림4-1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4-9] 예측 모델 별 성능 평가 결과 

순서 변수 
변수 

선택법 

회귀 

분석방법 
정확도 

불량 

예측율 

양품 

예측율 
AUC 

① 10 없음 
랜덤 

포레스트 
82.7 % 67.7 % 88.4 % 0.85 

② 15 
주성분 

분석 

로지스틱 

회귀 
66.4 % 66.1 % 66.5 % 0.73 

③ 73 
라쏘 

회귀 

로지스틱 

회귀 
74.8 % 75.8 % 74.4 % 0.80 

 

 

[그림4-13] 예측 모델 별 RO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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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장 예측 성능이 우수한 모델은 ①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다. 랜덤 포레스트의 중요 변수 선택으로 확인된 a208 변수는 시각적으

로도 클래스 구분이 되는 변수임을 확인했으며, 실제 제조라인에서도 경

험적으로 관리되는 인자가 아닌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중요변수

였다.  

둘째, 랜덤 포레스트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변수(10개 vs 

15개 vs 20개)의 개수에 따른 예측 성능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예

측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가 실제는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 셋으로 변수 개수 별로 랜덤 포레스트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예측 성능을 확인해보았고 아래 [그림4-14]와 같이 

나타났다. 변수 1개에 대해 정확도가 75.9%까지 확보 가능하나 변수 2

개째는 정확도가 84.2% 가 되는데 변수 1개가 더 추가 되었을 때 정확

도가 오르는 정도는 8.3%p 이다. 이후 변수가 추가 되더라도 정확도가 

증가하는 수준은 미미해진다. 

 

[그림4-14] 변수 개수에 따른 랜덤 포레스트 예측 성능 

   

 

 

셋째, 라쏘 회귀의 예측 성능과 비교해보면,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

선성(Multicollinearity) 현상이 다수 관찰되었으나 주성분 분석을 적용

하더라도 예측 성능이 개선되지는 않는 결과를 보인다. 다만 라쏘 회귀

는 73개의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수 수를 적게 사용한 

주성분 분석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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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한 모델의 예측 성능이 로지스틱 회귀를 

적용한 모델의 예측 성능 보다 뛰어나다. 변수 선택 방법에 상관없이 로

지스틱 회귀 모델의 예측 성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② 에서 보

듯이 라쏘 회귀로 변수 선택한 방법이 랜덤 포레스트 방법에 비해 정확

도는 다소 저하 (82.7% →74.8%) 되더라도 불량 예측율이 올라서 

(67.7% → 75.8%) 휨 불량에 대한 예측성은 향상되는 측면이 있으나, 

양품 예측율이 감소(88.8% → 74.4%)되고 변수 수가 73개 이므로 실

제 제조 라인 상에서 적용하기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

에 본 연구 목적 상 불리하다. 

결과적으로 예측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본 연구의 휨 관리 목적에

도 부합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① 방법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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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고찰 
    

 

    최근의 4차 산업 혁명 및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AI 및 빅데이터 

처리 방식을 활용하여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은 최근의 뜨거운 

흐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편광필름의 휨 불량에 대한 원가 절감을 

하고자 공정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하였

다.  

편광필름의 휨 불량에 대해 연신 공정 단계의 시스템 데이터 상에 

있는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지와 예측 모델 학습을 어떻

게 할지에 대한 것, 이렇게 2가지 관점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첫 번

째는 변수 선택(Variable Selection) 방법에 대한 관점이고,  두 번째는 

모델 학습(Model Learning) 방법에 대한 관점이다. 첫 번째 변수 선택 

방법은 랜덤 포레스트, 주성분 분석, 라쏘 회귀 등을 통해 중요 변수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3가지의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 모델 학습 방법으

로는 랜덤 포레스트와 전통적인 분류 모델 방식인 로지스틱 회귀, 이렇

게 2가지 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편광필름의 휨 모델 학습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전반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때는 로지스틱 회귀 방법 보다는 랜덤 포

레스트 방법이 성능이 좋다. 둘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그 자체로 중

요 변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변수 선택 방법이 필요 없고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 또한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 제조 라인의 휨 관리 측면

에서 본다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상황임

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편광필름 휨 불량을 줄일 수 있는 휨 관리 모델과 

주요 관리 인자를 도출 할 수 있었지만 몇 가지 제약사항으로 인해 성능

을 향상시키고 위해서는 추가적인 활동 및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편광필름 생산 시 롤(Roll)의 평균 데이터이고 

1개의 롤은 십 여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짧은 단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예측 모델의 성능 향상에 유리하다. 둘째, 본 연구

에서 휨 불량의 구분 기준을 휨 불량률 3%를 기준으로 했었지만, 휨 불

량률 구분 기준을 변화시켜 보면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예측 성능이 

양호한 기준을 선정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셋째, 예측 

모델의 변수 개수에 비해 확보된 데이터가 많지 않았고 특히 불량 데이

터가 생각보다 적었다. 스마트 팩토리 기반 구축 활동이 최근에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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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 만큼 확보된 데이터가 적었던 점이 아쉬웠다. 향후 지속적으

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예측 성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넷째, 변수 중에서 상관성이 높은 영향 인자간 파생 변수가 실제 예

측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선 제외되

었다. 실제 주성분 분석에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관련 파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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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ending Prediction 

Model using System Data of 

Polarizer Film for Display Devices 

 
Jang Jae Woon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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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as developed through a manufacturing-oriented 

competitive advantage, but the recent situation is not green. Labor 

costs and materials costs continue to rise, and as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soars, Korea'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ntinues to be threatened by cheaper 

manufacturing costs. In this environment, the concept of smart 

factory through digitalization, automation, and intelligence suggests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by integrating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Industry 4.0, which 

started in Germany.  

In recent years, many companies have adopted smart factory-

related concepts, and have been trying to improve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by applying them appropriately to each company's 

situation. The author's company tries to improve the 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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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s of products that occur at the manufacturing site for securing 

cost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mong the products produced by the author's company are 

polarizer films that are essential for LCD and OLED displays, and 

the polarizer film is a thin composite film, which has a chronic 

defect problem of bending during product’s manufacturing and 

handling. The bending defect is the main cause of the stretching 

proces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polarizing film. 

However, due to the structural problem of the product, the bending 

is determined only on the cutting process which is after 2 step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blems 

related to bending defects by using the system data newly collected 

through smart factory related activities. Based on the system data, 

instead of the conventional empirical management method, 

statistical methods were used to derive a prediction model for 

bending defects and to select the main factors that can be managed 

in the actual manufacturing line. 

    The experiments in this study focused on two points of view :  

the variables selection and the model learning method. Random 

fores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lasso regression were 

used in variables selection, and random forest,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in model learning method. The conclusions were,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important variables,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model using important variables was similar to that 

using the entire variables, and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model 

using the random forest method was better than that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method. But complementing the data constraints, 

it is expected that the prediction performance can be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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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Keywords : Smart Factory, System Data, Polarizer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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