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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on the Calculation of the Process Cap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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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공정능력지수 산정에 있어 고려사항
이 도 경†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process capability index in single process. We enumerated issues on the calculation of process
capability index and described the effects of these issues. We explaine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reason of the representative
existing process capability indices. We investigated whether the indices agree with the concept of process capability and drew
the problems from those results. In addition, we proposed alternative and direction to seize the process capability necessary to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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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공정능력지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실제 공정산포와
허용 가능한 공정산포를 비교한 수치이다. 허용 가능한
공정산포는 공정규격의 상한과 하한 사이의 간격이며,
실제 공정산포는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을 때 그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변동을 말한다. 공정능력은 끊임없
는 품질과 생산성의 개선을 점검하기 위한 공정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공정능력지수는 이런 공정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언
어에 해당한다.
공정능력의 개념에 대해 Kirkpatric, Feigenbaum 등 여러
학자들이 정의해 왔다. Juran[8]이 Quality Control Handbook
에서 표준편차의 6 배를 자연공차(natural tolerance) 로 지
칭하면서 라는 공정능력지수를 제시한 이래,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공정능력을 가능한 정확히 표현하려는 공
정능력지수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공
정능력지수는 설정된 규격과 공정의 제품이 얼마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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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가를 보여주며, 또한 공정능력지수를 사용함으
로써 품질 목표의 설정과 정보소통을 단순화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
정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정능력의 개념과
현장에서의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계상의 규격과 공정 수행도의 비율로 구성된 공정
능력지수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지수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설계상의 규격은 주어진 상수지만,
공정 수행도는 설비의 정밀도나 작업자의 숙련도 등 4M
에 의해서 결정되며 4M 은 그 수준이 변화하는 변량들이
므로 변동성을 지닌다. 가장 단순한 공정능력지수 를
산정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공정에
대해 측정하더라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
러 공정능력지수들에 대한 분포형태나 신뢰구간 등의 연
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공정능력지수  이후에 제시되어온 여러 공정능력지
수들은 결국, 에서 정의한 개념에서의 변형 형태 혹은
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 대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공정능력지수들이 기존
의 이나  보다 공정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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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기준은 부적합률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정능
력이 부적합률과 일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만일 공정능
력이 부적합률과 일치해야 한다면, 구태여 복잡한 공식
을 사용해야 하고, 그 값이 제공하는 공정능력 정도가 부
적합률 보다 불명료한 공정능력지수는 불필요함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우선 공정능력의
전제조건과 해석에 대해 살펴본다.

   


    
     


      


 



함수 f(s)는 n과  의 값에 따라 분포의 형태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 경우 Kotz and Johnson[11] 은 공정능력지수
의 변화에 대해 그 기댓값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공정능력의 전제조건과 해석
공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 쉽고 간단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
무래도 정량적 측정을 수반한 수치화가 필요하다. 공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 공정이 안정되어 있
을 때’ 이다. ‘공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 의 의미는 공정이
자료가 수집되는 충분히 긴 기간 동안에 해당 공정에 영
향의 미치는 4M 의 요소들에 이상적인 원인이 작용하지
않아 품질특성치의 산포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우리가 모수인 표준편차  를 알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공정능력지수 모형에 이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능력지수는 실제 공정산포와 허용 가능한 공정산
포를 비교한 수치이므로 공정능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공정의 규격상한과 규격하한 그리고 표준편차  를
알아야 한다. 공정능력지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규격상한과 규격하한은 공정이나
제품 특성에 의해 상수로 주어지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
해서는 특성이나 추정과 관련한 방법론에 대해 언급할
여지가 없다. 다만 분모 부분의  의 추정에 따라 공정능
력 값은 달리 나오게 된다. 따라서 표준편차의 추정이 정
확한 공정능력 산정의 척도가 된다.

2.1 표준편차의 추정과 
표준편차의 추정에는 여러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들 방법에 따라 동일한 자료라 해도 표준편차의 추정
값과 특성은 달라진다. 표준편차의 추정에 있어서는 기

이들은 두 매개변수 표본크기와 모분산을 변화시켜
가면서 분포함수의 추이를 살펴보고, 세 가지 경우의 신
뢰수준(90%, 95%, 99%)에서의 표준편차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에 적용시킴으로써 의 신뢰구간 및 특성
에 대해 언급했다.
 
표준편차 추정에 있어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은 
관리도에서처럼 전체 자료` 에 대해 기간에 따라 부분군
  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방
으로 나누어   
법으로 추정한 경우, Patnaik[16] 은   
     이
     을 따름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n 은 부분군의 크

기이며 c 는 부분군 수에 따른 상수이다. 위의 두 가지 표
준편차의 추정방법에 따라 공정능력지수 값은 차이를 보
인다. 이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표본분산으로
   ∑        를 사용하는 경우, 표본분산은

실제로 부분군으로 나눔과 무관하게 전체 기간에서의 산
  를
포 즉 장기 및 단기 산포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용하는 경우의 공정능력지수는 단기 공정능력만을 반
영한다는 것이다. 표준편차의 추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추가의 사항으로 작은 수의 표본크기에 의한 영향력이
있다. Quesenberry[20]는 표본크기가 작을수록 제1 종과오
가 커지며 평균 런의 길이가 길어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소표본에 의한 공정능력지수의 효과에 대해서 Kotz
와 Johnson[11] 은 관리도에서 부분군에서 부분군의 크기
 는 원 공정능력지수에 비해 과대평가됨
가 작아질수록 

을 보였다. Baik and Jo[1] 는 표준편차의 추정 방법에 따
른 공정능력의 변화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2.2 자료의 정규성과 공정능력지수

본적인 방법으로   ∑        를 사용할 수
   

∼      를 따름을 알고 있다. 이
있으며, 


때 Kenney and Keeping[10]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으로부터 추출한 n 개의 샘플의 표본표준편차 s 는 다음의
확률질량함수 임을 제시했다.

공정능력지수의 산정에 있어 공정의 특성에 따라서는
정규분포라는 전제조건을 위배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Gunter
[6] 가 언급한 것처럼 드릴링 공정, 코팅, 화학공정 그리
고 반도체 공정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여러 경우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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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가 분포에 치우침이 있는 경우다. 치우침
이 있는 모집단에 대해 정상적인 즉,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 의한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치우침이
클수록 공정능력을 과다하게 산정한다. 따라서 치우침이
있는 모집단의 경우 이를 공정능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의 산정 방법을 수정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비정규성을 취하는 경우, 분산의 특성에
대해 Pyzedek[18, 19]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lements[9] 는 이러한 비정규분포에서 기존의 공식과 동
일하게 공정능력을 구하는 경우, 이에 의한 치우침이 발
생함에 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백분위수를 사용한
아래의 지수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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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댓값이       임을 보였다. 단,  는 n(n-1)/2
개의  의 산술평균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본분산의 기댓값은 모분산 보다 작
게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혹은  모형에 대입하면,
공정능력지수는 과대평가되게 된다. 이는 1 차 자기회귀
모형이나 2 차 자기회귀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
한다.

3. 공정능력지수 모형
본 장에서는 공정능력지수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들에 대해 모형의 공식과 그 출현 배경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공정능력지수는 아래의
모형이다.
     

여기서 Pa 는 해당 자료 내에서의 a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이며, USL 과 LSL 은 각각 규격상한과 규격하한이다.
치우침이 발생한 경우, 보다 정확한 공정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Jang and Bai[7]는 Sommervile and Montgomery[21]가
제시한 가중 표준편차 방법(weighted standard deviation)
사용하여 아래의 공정능력지수를 제시했다.



  
  
   
 × 
 × 



이 방법은 평균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위
표준편차    와 하위 표준편차     
를 각기 사용한다. 여기서    ≤  이다. 이 공정
능력지수는 기존 나 Clements 의 방법 보다 정확함을
수치 예제를 통해 제시했다 공정능력지수에 대한 전반적
인 내용은 Kotz and Johnson[12], Kotz and Lovelace[13]
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자료의 상관성과 공정능력지수
자료의 비정규성 자료에 있어 위의 대표적인 치우침의
문제와 t 분포와 같이 꼬리부분의 두터움 등의 문제 이외
에도 자료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의 기
계 설비 특성상 전력의 동축에 의한 전달장치의 주기성
등에 의해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은 연이은 특성치
간에 종속성을 가질 수 있다. Yang and Hancock[22]은 두
변량 Xi와 Xj 사이의 상관계수 Corr(Xi, Xj) =  라 할 때
표본분산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이 때 표본분산의

Kane[9] 은 가 공정평균의 치우침을 반영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한 지수  를 제안하였다.
     
     







Chan et al.[3]은 공정의 목표값이 규격의 중간점이 아
닌 경우, 이를 반영한 지수  을 제안하였다.
  
  
 
  




       
 
     

이 지수는 산포 측정에 있어 공정평균으로부터의 산
포에 더해 목표치 T 와의 산포를 고려했으며, 이는 다구
치 2 차 손실함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
으로 공정능력지수가 단순히 공정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가 아닌 비용분석의 지수로도 응용되기 시작한다. Pearn
et al.[17] 은  에 공정 평균 위치의 치우침 정도를 추가
로 고려한 복합 형태의 지수  를 제안하였다.
      
  


      


Benson[2] 은 ‘0 혹은 ‘1’을 취하는 매개변수 u, v, w 를
모형에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앞서의 모든 공정능력지수
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일반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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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에서 언급한 4 개의 대표적인 공정능력지수 모형은
자료의 산포에 의한 통계적 모형이다. 즉, 주어진 규격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 공정중심, 공정평균, 목표값, 분산에
의해 그 지수값이 결정된다. 다구치 품질공학의 손실
함수를 공정능력지수 산정에 응용한  이 발표되면서,

Bolyes[3]는 이를 비용측면을 고려한 아래 모형을 제시하
였다.
  




   

Bolyes 의 모형 이 후 많은 연구들이 공정능력지수 산
정에 이를 응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손실함수에 기초한
기대값   에 비용관련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이의 변
화를 살피는 비용모형이므로 주어진 규격에 대한 공정의
통계적 수행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
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4. 공정능력과 공정능력지수의 정확성
앞 장에서 우리는 공정능력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공
정능력 산정에 있어 다양한 현실 상황을 고려한 여러 공
정능력지수들이 개발되어온 이유와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 장에서는 공정능력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간에 발
표된 공정능력지수 모형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공정능력지수가 필요한가?’이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설계상의 규격이 있어야 하
며, 이를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알
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는 공정능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공정능력의 개념으로부터 공정능력지수는 설
계상의 규격과 공정 수행도의 비율로 나타냄이 당연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공정능력지수는 어떤 상
황에서 측정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대답은 ‘ 공정이 안

정되어 있을 때’ 이다. 그 이유는 실무적 통계적으로 당연
한 것이므로 부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
정능력지수들이 주장하는 ‘보다 정확한 공정능력지수’ 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Kane[9] 이 제시한 공정평균의 치우침이 있는 경우, 지
수 는 부적합률 기준에서 치우침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공정능력이 과대평가되므로 ‘ 치우침을 반영한 지수 
가 보다 더 정확하다.’란 것이며 우리는 이를 지극히
당연시 받아들여 왔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정평균의 치우침이 발생한
것을 공정능력 산정의 전제조건인 ‘ 공정이 안정되었을
때’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  가 보다 더 정
확하다.’ 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공정의 목표치는 규격 중간값
      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체크
하는 것이 관리도의 역할이다. 따라서 공정관리 중에 공
정평균이 규격 중간값을 벗어나면 이를 이상상태로 간주
하여 시정했어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공정에서 공정평
균의 이동(shift)이 발생하면 이는 ‘공정이 안정되었을 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정평균이 이동하여 규격 중간값이 아닌 경우
가 과대평가되어  가 정확한 공정능력지수가 아니라
는 기준은 공정평균의 이동에 의해 제품들 중 많은 비율
이 규격 바깥으로 나가서 부적합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공정
능력의 정확성은 그 기준이 부적합률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임의 공정의 표준편차의 6 배 즉 6  = (USL
－LSL) 의 경우, 공정평균이 규격상한의 중간에 위치할
때의 부적합률 p는 규격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는 부적합률
pl = 0.135% 와 pu = 0.135% 를 합한 0.27% 이다. 만일 공정
평균이 규격 중심에서 0.5  정도 규격상한으로 치우침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의 부적합률은 pl = 0.0233% 와 pu
= 0.62% 의 합인 0.6433% 이므로 치우침이 발생한 경우,
로 공정능력을 나타내면 공정능력이 부적합률 기준하
에서 0.5083% 정도 과대평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차
이를 부적합률 기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지수로  가 제시
되었다.
위의  의 예에서와 같이 지수  이후의 공정능력지
수들은 공정평균의 이동과 정규분포를 기본으로 하는 공
정 안정성의 결여에 대한 공정능력의 산정방법들이며, 이
지수들의 공정능력 정확성의 근거는 공통적으로 이 지수
들의 부적합률이 를 사용할 때보다 정확하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이 정규분포와 다른 모습을 취하는 경우에 있어
대표적인 논문들을 소개하였다. Kotz and Johnson[11] 은

Issues on the Calculation of the Process Capability Index

 는  에 비해 과대평가됨을 지적
표본크기가 작을수록 

하였다. 치우침이 있는 모집단에 있어 Clements[5] 모형의
제시 배경이나, 공정의 비대칭성의 경우에 있어 Pyzdek
[19] 과 Sommervile[21] 등의 연구 및 Yang and Hancock
[14] 의 변량들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는 하는 경우에서도
공통적인 결과는 한결같이 에 의한 공정능력이 과대평
가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분포함수가 정규분포를 벗어나는 일양분포나
카이제곱 분포 및 t 분포 경우에 대해 제시한 연구들에
서도 공통적인 결과는 가 공정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연구들은 예제를 들고 시뮬레이
션 등을 통해 의 과대평가 정도를 제시하였다.
이들 지수들이 에 비해 부적합률 기준하에서 과대
평가되는 이유는 위에서 예시한 와  의 관계와 동
일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 있어서  기준으로
는 공정능력이 과대평가됨은 구태여 특성 분석을 해보지
않더라도 예상 가능한 것이다. 일양분포나 카이제곱 분
포 및 t- 분포의 경우 중심 밀집도가 정규분포에 비해 떨
어지므로, 이들 분포의 산포는 정규분포보다 커진다. 따
라서 이들의 경우 규격을 벗어나는 비율 즉, 부적합률이
정규분포를 간주할 때보다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공정능력지수 모형에 있어서  및  을 포함한 이
후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지수들은 공정의 여러 여건에
따라 이를 반영하므로 보다 정확한 공정능력을 표현한다
고 주장한다. 당연하게도 이들 지수 모형은 의 공식에
위치모수와 척도모수 그리고 형상모수를 계속적으로 추
가함으로써 정교하고 복잡한 공식을 취한다. 따라서 이
들 지수들이 단순한 공식에 기인함에 따른 둔감 지수인
 에 비해 공정능력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주장은 부
적합률 기준으로 비교할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이들 공정능력지수들은 주장처럼 부적합률 기
준에서 정확한 공정능력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 그렇지 않다.’이다. 이들 지수들은
심지어 이들이 제시하는 공정 상황에 대해서조차 모든
부적합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결국 공정능력지수들이
섬세하고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분포함수나
분산 심지어 평균도 고려할 필요 없이 산정되는 부적합
률 이상의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함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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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전체 부적합률(pu+pl) 의 백분위 값에 해당하는 표
준정규분포 상에서의 Z(pu+pl) 값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서도 식스시그마를 도입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한 때 공정
능력을 Zbench 로 나타내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
지 않다. 그 이유는 Zbench 가 부적합률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통계적 지식과 여러 단계의 중간 산정 단계를
필요로 하며 부적합률과의 연결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능력지수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동일하다. 와
 이후에 제시되어온 공정능력지수들은 위치모수와 척

도모수 그리고 형상모수 등을 추가함으로써 모형의 공식이
매우 복잡하여 현장에서 이를 사용하기 난해하다. 또한 이
지수들이 제시하는 수치값이 대상 공정의 공정능력이 어
떤 수준인가에 대한 연결 개념 또한 명료하지 않다. 심지
어 이들이 제시하는 공정 상황에 대해서조차 부적합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Lee[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공정능력지수들은 제시한 모형의 공정능력 지수값에
해당하는 나  값이나 시그마 수준으로 변환하는
공식이나 표를 병행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부적합률 이외에 공정능
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실제 공정산포와 허용 가능한
공정산포를 비교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공
정능력이 부적합률과 일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만일 공
정능력이 부적합률과 일치해야 한다면, 구태여 복잡한
공식을 사용해야 하고, 그 값이 제공하는 공정능력 정도
가 불명료한 공정능력지수는 필요 없다. 정확하다고 주
장하는 이들 공정능력지수들이 현장이나 미니탭의 메뉴
의 공정능력 분석에서도 외면 받고 있음은 이를 잘 설명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정능력의 파악에 있어 매우 특수
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태여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능력
지수 보다는 부적합률과 및  로서 충분하리라 판단
되며, 부적합률에 보다 가까운 복잡한 공정능력 지수의
개발 보다는 Lee and Lee[14] 이 제시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단일 규격에 대해 측정 수의 결정과 같은 공정
의 실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수개발이 보다
더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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