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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을 위한 Combined CUSUM 관리도의

최적설계 조사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of

Combined CUSUM Control Chart for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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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공정변화를 보다 잘 감지할 수 있는 관리도의 개발동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접근법으로 관리모수를 설정하여 공정관리 메카니즘을 사용하는데 있

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도록 하여 품질 향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설계 접근방

법을 조사 연구했다. 또한 CUSUM 관리도를 기존의 다양한 관리도와 결합하여 개발

된 새로운 관리도를 비교했다. 비교된 관리도의 경제적 모형설계를 통하여 공정 품질

에서의 경제적인 영향의 최적화를 위한 관리모수를 제시했다. 이는 공정평균의 이동을

감지하기 위한 결합 관리도를 개발하는 경제적설계 절차를 제시했다.

Keywords: Combined-CUSUM Control Charts, Economic Design, Low cost

1. 서 론

전통적인 Shewhart 유형의 관리도는 설계의 간담함과 조작이 쉽다는 이유로 공정관

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5]. 이 관리도는 프로세스 평균이 크게 이동하는 경우

신속하게 그 변화를 발견하지만, 작은 이동은 잘 발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접근

법으로는 누적합(CUSUM:cumulative sum) 관리도, EWMA(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관리도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적응형(adaptive) 관리도와

CRL(cumulative run length) 관리도 등이 연구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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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의 연구초점을 살펴보면, Albin, Kang, 그리고 Shea(1997)는 결합 -EWMA

관리도를 개발하였고 그들이 제시한 관리도가 표준편차가 작은 변화일 때를 제외하고

공정변화를 모니터하는데 민감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Ncube(1990)는 Shewhart 관리

도와 CUSUM 관리도를 결합시키는 것을 제안하였고, Shamma(1992)는 평균에서의 작

고 일반적인 공정평균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이중 EWMA 관리도를 제안하였다.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에 관한 연구로써 Duncan(1971)은 Xbar 관리도의 최적 경제적

설계를 제안했다. Chiu와 Wetherill(1977)은 관리도의 실용적 설계를 위하여 shewhart

Xbar 관리도의 세미(semi) 경제적 설계를 나태내었다. Duncan(1971)의 경제적 설계

와 비교하여 보다 실질적인 최소의 비용과 가깝게 평균비용을 일반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관리도의 단점인 고정된 샘플 크기와 샘플링 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VSS와 VSI의 관리도의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학자

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Arnold(1970)는 수질오염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하

여 VSI 관리도의 특성을 사용하여, 이 분야에서 최초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이후로 Costa(1994)와 Prabhu등(1993)은 각각 중심선과 관리한계선 사이를 두 개

의 영역으로 나누고, 표본 평균이 타점되는 위치에 따라 두 개의 상이한 표본크기를

적용하는 다양한 샘플 크기(VSS)를 갖는  관리도를 개발하여 수행도 평가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Chi와 Reynolds(1988)는 런 규칙을 적용한 다양한 샘플 구간을 가지는 관리도를

논하였다. Costa(1997)는 다양한 샘플 구간과 샘플 크기를 가지는 VSSI(Variable

Sample Size and Interval) 관리도가 VSI  관리도와 VSS  관리도보다 공정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감지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마코브 연쇄를 사용하여 수행도를

비교 입증하였다.

Reynold와 Amin(1990)은 다양한 샘플 구간과 샘플 크기를 가지는 CUSUM 구성을

논하였고, Prabhu와 Montgomery(1994)는 다양한 샘플 구간과 샘플 크기를 가지는 

관리도를 논하였다. Daudin(1992)은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시

더 큰 두 번째 표본을 취하여 첫 번째 표본의 자료와 두 번째 표본의 자료를 함께 고

려하는 효율적인 DS(Double Sampling)  관리도를 제안하였다.

Park과 Reynolds(1994)는 Duncan의 경제적 설계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다중 이상

원인이 존재하는 공정에서 단위 공정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VSS  관리도의 경

제적 설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Prabhu(1997)는 단일 이상원인이 있는 VSS  관리도에 대하여 통계적인 면과 경

제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모수들의 최적갑을 구하여 수행도를

비교 입증하였다[5].

Wu와 Spendding(2000)의 Xbar-CRL(Conforming run length) 합성관리도에 VSI관

리도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의 공정 평균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빨리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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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I Xbar-CRL 관리도를 설계하였다.

관리모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고, 공정의

큰 변동은 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CUSUM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졌다. 이

는 공정의 평균변화를 잘 감지할 수 있는 관리도를 개발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 연구동향

Girchick and Rubin[14]는 품질관리모형에 단위 시간당 기대비용을 고려하여 처음으

로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 모델을 연구하였다.

Duncan(1956)[8]은 Shewhart형태의  관리도 설계의 최적화에 대한 경제적인 설계

를 통해 더 진보된 경제적 설계 모델을 최초로 연구하였다. 이는  관리도에서 이상

요인(Assignable cause)을 경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첫째, 얼마나 큰 샘플을 취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샘플 간격을 선택할 것인가? 셋째, 몇 배수의 σ를 사용하여 관

리선을 결정할 것이냐? 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경제적 설계를 연구하였다.

Goel, Wu(1968)[15]은 Duncan(1956)[8]의 연구를 기반으로 관리도에서 샘플 사이

즈, 관리선을 결정하기 위한 요인, 샘플링 간격을 고려해 손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으

로 경제적 설계를 도모하였다. 또한 Goel, Wu(1973)[16]은 이 연구의 확장으로 누적합

관리도에서의 경제적 설계도 연구하였는데 Pattern-Search 기술을 사용해서 최적의 샘

플 사이즈, 샘플링 간격, 관리선을 결정하는 절차를 연구하였다. 또한 매개변수 설계에

따른 비용과 공정과 관련되어진 리스크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Taylor(1968)[22]는 누적합 관리도를 사용하는 공정이 비 관리상태일 때 공정수리비

용, 작동비용, 유지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설계를 연구하였다. Taylor(1968)[22]의 연구

에 이어 Duncan(1971)[36]은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관리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에

서 이상요인이 여러 개일 경우 경제적 설계를 연구하였다. Chiu(1973)는 Duncan(1956,1971)의

논문에서 몇 가지 수정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최적 관리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연구를

하고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제시하였다[32]. 앞서 소개한 Taylor(1968), Duncan(1956,1971),

Chiu(1973)의 경제적 설계를 기반으로 Chiu(1974)는 공정에서 누적합 관리도를 사

용할 때 경제적 설계 방안을 연구하였다[22][8][7][23].

Saniga[18]는 공정의 평균만이 변할 때와 표준편차만 변했을 때를 각각 구분하여 단위 생산

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표본의 크기, 샘플링 간격, 관리한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Montgomery[9]는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방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으며, 표본

의 크기가 30개 미만일 때 비용의 최소화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적의 모수

들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Lorenzen and Vance[21]는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에 있어서 모든 관리도에 광범위하

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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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 연구동향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에 대해 지금까지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가 처음 이 개념을 제시하였던 Duncan(1956)[8]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

제적 모델에서는 샘플링, 부적합에 대한 처리, 수리 등에 대한 비용과 그 외의 공정의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비용들을 고려하고 있다.

Wu와 Spendding(2000)에 의해서 개발된 -CRL 합성 관리도에 VSI 기법을 적용

하여 새로운 VSI -CRL 합성 관리도를 개발하고 통계적 접근법에 의해 관리도의 각

모수들을 설정하고, 기존관리도 보다 공정의 평균변화를 잘 감지하는 우수한 수행도를

가진다는 것을 관리도의 통계적 특성인 ATS(Average time-to-signal) 즉, 신호가 발

생하기까지의 평균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비교되는 관리도로써  관리도, VSI Xbar관리도 -CRL 합성관리도를 비교

하여, 각 관리도의 ATS는 마코브체인을 통하여 구하였다.

공정 품질에서의 경제적인 영향의 최적화를 위해 개발된 관리도에 Lorenzen과

Vance(1986)에 의해서 개발된 비용모형을 이용하여 공정의 품질을 경제적으로 최적화

하기 위한 관리도 모수를 결정하는 경제적 모형을 설계하게 된다.

개발된 관리도 설계에 있어서 통계적 접근법과 경제적 접근법을 함께 사용하여 두

부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통계적 경제적 VSI  합성 관리도의 개발을 통

해 이상적인 관리도의 모수를 설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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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관리도의 통계적-경제적 설계

3.1 관리도의 통계적 설계

관리도의 통계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평균 런 길이( : Average Run Length)에

의해 평가된다. 이란 관리도가 이상신호를 발생하기까지의 평균 샘플링 회수를

의미한다. 프로세스가 관리상태에 있을 때는 이상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므로 이 길수록 좋다. 반면, 프로세스가 이상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상

신호를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짧을수록 좋다. 관리상태 하의 을

, 이상상태하의 을 라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을 관

리도의 통계적 설계라 한다.



Subject to ≥

단, 는 정해진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샘플링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ARL보다는 ATS(Average Time to

Signal)이 더 중요하다. 즉, 얼마나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상상태를 발견하는냐가 관건

이 된다. 따라서 VSI 관리나 VSSI 관리도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을 관리도의 통계적 설계라 한다.



Subject to ≥

단, 는 관리상태 하에서 평균 샘플링 간격을 나타낸다.
관리도의 유형에 따라 최적화 하는 목적함수의 설계변수를 정리하였다[5].

관리도 목적함수 설계변수

FSSI(Shewhart)    

CUSUM    

EWMA    

VSS     

VSI        

VSSI         

CRL-    

[표 1] 관리도 유형별 목적함수 및 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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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리도에 대한 통계적 설계 방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최근 개발되어진 관리

도에 대한 통계적 설계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미세공정변동에서

평균의 이동과 불량률의 변화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Zp-CUSUM 관리도 통계적

설계 절차가 개발 되었다.

3.2 CUSUM 관리도의 표 형식

Montgomery(1996)는 V-마스크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표 형식의(tabular) CUSUM

을 제안하였다. V-mask는 양측 절차이기 때문에 단측 프로세스 감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 V-mask 설정이나 해석이 어려우며, 1종오류와 2종오류의 정의가 모호하다. 이

는 제 1종 과오는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평균적인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Shewhart  관리도의 설계 모수는 부분군의 표본크기 n, 관리한계선의 폭 k, 샘플

링 간격 h 등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의 설계모수가  관리도의 민감도 및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표본크기 n이 커지면  관리도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제 1종오류와 제 2종오류가

모두 감소하므로 유의수준은 감소하고 검정력은 증가한다. 반면 n이 커짐에 따라 샘플

링 및 분석 비용은 증가한다.

2. 관리한계선의 폭 k가 커지면 이상신호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므로 유의수준과 검정

력이 모두 감소한다. 따라서 오류신호(false alarm) 발생에 따른 비용은 감소하지만, 이

상상태를 방치한데 따르는 비용은 증가한다.

3. 샘플링 간격 h는 관리도의 민감도와는 상관이 없다. h를 줄이면 이상상태 발생으로

부터 이상신호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상상태 방치 비용은 감

소한다. 반면 샘플링 빈도가 증가하므로 샘플링 비용이 증가한다.

3.3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의 절차

Shewhart  관리도의 설계 모수는 부분군의 표본크기 n, 관리한계선의 폭 k, 샘플

링 간격 h 등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의 설계모수가 관리도의 민감도 및 경제성에 미

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표본크기 n이 커지면  관리도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모두 감소하므로 유의수준은 감소하고 검정력은 증가한다. 반면 n이 커짐에 따라 샘플

링 및 분석 비용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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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한계선의 폭 k가 커지면 이상신호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고 유의수준과 검정력

이 모두 감소한다. 따라서 오류신호(false alarm) 발생에 따른 비용은 감소하지만, 이상

상태를 방치한데 따르는 비용은 증가한다.

3. 샘플링 간격 h는 관리도의 민감도와는 상관이 없다. h를 줄이면 이상상태발생으로부터

이상신호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상상태 방치 비용은 감소한다.

표본크기 n, 관리한계선의 폭 k, 샘플링 간격 h의 설계모수는 프로세스의 운용비용

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값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 운용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도 있다.

Duncan(1956)은 일찍이 프로세스의 총 운용비용을 구성요소 별로 나누어 구성하고,

이를 최소화 하는 설계모수를 구하는 절차를 개발하였다. 총 비용의 구축에 고려하는

입력모수는 다음과 같다.

모수기호 모수정의 모수구분

 공정 이상상태의 발생률 입력변수

 표준화된 공정평균의 변화량 입력변수


하나의 관측값을 얻고 관리도에 적용하는 데 소요되

는 기대시간
입력변수

 이상원인을 발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기댓값 입력변수


공정이 이상상태일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당 비용
입력변수

 오류신호 한 건당 발생 비용 입력변수

 이상원인을 검색하고 복구하는 비용 입력변수

 샘플링 1회당 고정비용 입력변수

 단위 표본당 샘플링 및 분석 비용 입력변수

 평균런길이 출력변수

 평균런길이 출력변수

 주기당 기대비용 출력변수

 주기당 기대시간 출력변수

 단위 시간당 운용비용 출력변수

[표 2] 총 비용의 구축에 고려하는 입력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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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USUM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 모델의 고찰

4.1 Duncan의 경제적 설계

경제적 설계의 모수는 Duncan(1956)의 수식모델[8]을 기반으로 관리도의 특징에 따

라 수정되어지고 있다.  관리도에서 사용되어지는 설계모수를 기반으로 누적합 관리

도의 특성에 맞게 설계모수가 정의되어졌다.

경제적설계의 모수는 기본 설계를 위한 설계모수인 표본의 크기(n), 관리 한계선의

너비(k), 표본 추출 구간(h)으로 구분되어진다. 경제적 비용을 결정하는 기대비용 설계

모수는 공정 이상 시 제조되는 시간당 비용(M), 오류신호 발생 시 조사비용(T), 이상

원인의 발견비용(W), 고정 표본 비용(b), 가변 표본 비용(c) 등으로 정의되어지고, 기

대시간 설계모수는 표본을 추출하고 검사하는 시간(e), 이상원인을 발견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D), 이상원인이 발생하는 평균시간(1/), 기대되는 이동 크기(), 제 1종 오류

() = 


∞

∅ , 검정력(P) = 
 ∞

  

∅ 
 

∞

∅ , 오류 신호

의 평균시간(ATS)으로 정리되어진다. 최적화 되어 기대되는 시간당 경제적 손실(L )

비용으로 산출되어진다.

경제적 설계를 공정운영에 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공정은 관리 상태에서 시작하고, 공정의 이상원인은 공정평균을 만큼 변화 시켰다.

- 한가지의 이상원인만 존재하며, 발생 시간은 평균이 인 지수분포를 따른다.

- 표본 중에 이상원인은 발생하지 않고, 이상원인을 찾는 동안에도 공정은 계속 가동

된다.

- 이상원인은 반드시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후 조치하면 공정은 관리상태로 복구된

다. 따라서, 경제적 설계를 위한 공정운영에 대한 가정 하에 Duncan의 관리도 설

계모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설계의 최종 모델을 제시하였다.

4.2 Lorenzen & Vance의 경제적 설계

Lorenzen-Vance 모델[33]은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Duncan 모델에서  관리도의 계량형에 한정하여 적용한 것

외에 계수형에도 적용하였다.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을 때도 비용이 존재한다. 공정에서 샘플을 추출하고, 결함품

이 생산되고, 실패 경보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공정 이상상태로 들어서게 되면 이상원인을 알려주고 관리자 개입 없이는 관리상태

로 정상화되는 것은 어렵다고 가정한다.

이상상태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이유는 샘플을 추출하고, 결함품의 수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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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상태의 원인을 식별하고, 그것을 수리하며 그 동안 공정이 멈추기 때문이다. 시스

템을 수리하게 되면 하나의 품질주기가 완성되며 다른 주기가 시작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정의 기본주기에서 예상되는 시간당 비용을 최소화 하는 모델

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즈가 1970년에 했던 보상 공정을 개선한 것이다. 따라

서 시간당 기대비용은(기대비용/시간) 한 주기의 기대비용과 시간당 기대주기시간의

비율로 계산 될 수 있다.

생산주기는 다음과 같이 시간적 의미로 설명한다[3].

(1) 이상 원인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2) 다음 샘플이 취해질 때까지의 시간

(3) 샘플과 관리도를 분석하는 시간

(4) 관리도가 이상신호를 제공할 때까지의 시간

(5) 이상원인을 발견하여 공정을 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 관리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표본 개수 : s

     
 

- i번째와 i+1번째 표본 사이에 이상원인이 발생하는 기대 시간 : 

 
   

    

- 이상원인이 일어나고 그 후의 표본의 기대시간 : h-
- 표본에 대한 기대시간을 E라 하면 n개의 관측치에 대한 기대시간 : nE

- 공정이동의 기대시간, 이상원인 발견, 공정의 수리시간

  

기대 생산주기를 결정하는 식

      

- 공정상태(In-Control)하에서 불량품이 생산될 때의 시간당 비용 : 

- 공정이상상태하에서 불량품이 생산될 때의 시간당 비용 : 

        

- 이상원인에 대한 오류신호, 수리, 보수비용 Y를 오류신호에 대한 비용, W를 이상

원인에 의한 수리, 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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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적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진다.

     


        




 

 


       

 

          

기대생산주기
공정기대주기비용

4.3 Combined - CUSUM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

생산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품질관리 기법인  관리도는 공정평균의 큰 이동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관리도는 공정평균의 작은 이동에 대해서는 민감하

지 못하다는 점과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관리도의 수행 능력이 좋지 않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5].

Wu와 Spedding(2000)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합성 관리도를 개발하고, 기존의 관

리도와 EWMA 관리도, -EWMA 관리도 등에 대하여 ARL(Average Run Length)을

비교하여 합성 관리도가 더 효율적임을 보였다. 또한 합성 관리도의 통계적 설게 문제

를 접근하여, 공정이 이상상태일 때의 ARL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5].

이후 Calzada와 Scariano(2001)는 공정의 품질특성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에 있어서 합성관리도의 강건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Wu와 Yeo 등(2001)은 np관리

도와 CRL 관리도를 결합한 합성 관리도를 제안하고, 공정이 이상상태일 때 평균 신호

발생시간(ATS)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도를 설계하였다[5].

4.3.1 CRL(Conforming Run Length)

CRL은 100% 정밀검사에서 불량품을 발견한 후 다음 불량품이 발견될 때까지 검사

회수를 보여준다. 공정의 불량률(p)이 증가하면 CRL은 통계적으로 감소하므로 CRL이

정해진 한계치보다 작아지면 이상신호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확률변수 CRL은 성공확률 p를 갖는 기하분포를 따르므로, CRL의 기대값과 확률분

포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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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상태에서의 불량률을 라 하면, CRL관리도의 유의수준은 다음과 같이 유도되어

진다.

  

----------------- (3)

따라서 식으로부터 관리하한 L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n
ln

-------------------------- (4)

단, L은 정수이어야 함으로 식에서 도출되는 값의 최소의 정수로 정한다.

공정의 불량률 일 때 이상신호가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 CRL의 개수(불량개수)는

Wu와 Spedding(2000)이 제시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5)

하나의 CRL이 계산될 때, 즉 하나의 불량이 발생할 때까지는 여러 번의 검사가 필

요하다. 따라서 CRL 관리도에서 이상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검사되는 단위의 평균 개

수는 식 (1)와 (5)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6)

4.3.2 합성 관리도

합성관리도는 합리적 부분군을 하나의 검사단위로 하여 Xbar 관리도를 작성하고, 관

리한계를 벗어나면 불량표본으로 간주하여 CRL 관리도의 판정규칙을 적용한다. 혼란

을 피하기 위하여 합성 관리도에서는 이를 와 로 명명한다. 합성 관리도는

Wu와 Spedding(2000)이 제시한 단계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CRL 합성 관리도는 하나의 불량표본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ARL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 프로세스에서 이상원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시 불량표본이 발견되는 것은 아

니므로 도출되는   

 


×


은 보다 더 작은 값을 갖게 된다.

Davis와 Woodall(2002)은 안정상태(stationary state)에서 ARL 계산방법을 제시하였

고, 계산 결과 CUSUM이나 EWMA 관리보다 우수하지 못함이 밝혀졌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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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2004)은 적응형 합성관리도를 개발하여 EWMA 관리도보다 더 좋은 통계적 설계

를 제시하였다.

5. Zp CUSUM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 접근방법

5.1 Zp CUSUM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 절차

Zp CUSUM 관리도를 대상으로 비용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최적화 하는 과정을 설

명한다. Zp CUSUM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는 Shewhart  관리도의 설계모수 n, h, k

와 평균런길이 ARL값과 Zp CUSUM 관도의 불량률  ,  
,  

의 모수값을 추가한

다. Duncan[7]의 연구와 유사한 가정을 전제로 Lorenzen-Vance의 모델[21]을 수정한

Zp CUSUM 관리도의 경제적 설계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Step1. 모델 결정을 위한 기본가정 정의

- 생산 공정은 관리상태에서 시작한다.

- 이상원인의 발생은 지수분포 과정을 따른다.

- 이상상태의 미세공정평균과 극소불량률 발생을 동시에 관리한다.

- 관리상태와 이상상태의 변화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Step2. 모델 설계에 필요한 비용 정의

- 고정비용으로 표본추출 및 검정비용을 정의한다.

- 이상원인을 발견하여 개선 도는 수리하는 비용을 정의한다.

- 불량제품에 의한 손실비용을 정의한다.

Step3. 주기당 기대시간함수 설정

- 공정의 기본 가정된 시간을 근거로 주기당 기배시간 함수를 설정한다.

Step4. 주기당 기대비용 함수 설정

- 가정과 정의된 비용을 근거로 주기당 기대비용 함수를 설정한다.

Step5. 공정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설계 모수 값 설정

- 비용 함수를 최소화 하는 최적화 과정을 한다.

6. 결론

이상원인 발생률이 증가할수록 최소 비용이 증가한다. 반면, 최소 비용의 감소율은

다소 감소한다. 이는 이상원인의 발생률이 낮을수록 Zp CUSUM 관리도가 더 경제적

임을 증명 할 수 있다[5].

하나의 비용요소가 증가하면, 최소 비용 또한 증가함으로써 비용모델의 일관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정평균변동()값이 작을수록 표본크기 n이 증가하고, Zp CUSUM

관리도의 ARL값은 변함이 없거나 다소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공정평균의 작은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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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기 위해 CUSUM 관리도의 민감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최소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공정평균변동()값이 작을수록 최소비용의 감소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

Zp CUSUM 관리도가 공정평균의 작은 이동을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며, 동시에 불

량률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설계를 고려한 관리도로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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