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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채 목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를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 개발 

11. 연구의 목적 및 펼요성 

일반적으로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안전 관련 계측설비의 작동 설정치가 설 

계 기준 또는 올영기술지침서상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설정/유지되고 있음올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 계측 표준 협회(ISA)에서 발간된 ISA -S67.04-1994[1] 

와 ISA -RP67.04-1994[2]에서 제시된 통계적 방법들을 준용하고 있다 (U.S. 

NRC의 Reg. Guide 1.105[3] 참조) . 특히，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ISA -RP67.04-1994의 App.E 에서 제시하는 드리프트 분석 방법 (개별 계측 

제어 기기의 성능평가 자료인 발전소 고유의 교정전(As-Found; AF) 및 교 

정후값 (As-Left; AL) 자료를 바탕으로 한 95%/95% 최대 드리프트 기대값 

의 추정)올 원자로 보호계통 (Reactor Protection System; RPS)과 공학적 안 

전설비 작동계통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ESFAS)와 

같은 안전 관련 계측 채덜의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 또는 STI 변경에 대한 

드리프트 영향 평가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들 방법론들은 불확실성올 고려한 보수적인 설정치 결정을 목적 

으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인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 

또는 STI 변경에 따른 드리프트 영향 평가률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족한 

정들이 쉽게 발견될 수 있다. 

<D STI 변경에 따른 설정치 드리프트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드리프트 관 

측치들의 종속성， 중가 또는 감소 추세 여부 퉁과 같이 비정상적인 드 

리프트 특성에 대한 명가 및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 

존 방법론의 결과인 95%/95% 드리프트 허용한계 추정치로부터 이러 

한 특성에 대한 판단 정보를 충분히 얻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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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방법론에서는 드리프트 관측 자료가 정규분포률 따르지 않율 경 

우 lOO7fl 이상의 관측자료가 요구되는 이항확률의 정규근사화률 이용 

한 최소 성공 확률 (95%/95% 통과/실패 기준값의 추정) 방법만을 제 

시하므로 방법론상의 완결성 (completeness)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안전 관련 계측 채널의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 및 STI변경에 따른 

드리프트 영향 평가률 위해 기존 드리프트 분석 방법론의 보완이 절실히 요 

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계측제어 기기률 

대상으로 셜정치 드리프트 관리를 위해 적합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개발함 

에 있으며， 특히 개발된 방법론은 안전 관련 계측제어 기기들의 위험도 정보 

활용 운 영 기 술지 침 서 <Risk-Infonned Technical Specification; RITS) 개 선 시 

정기점검주기 (Surveillance Test Interval; STI)의 변경에 따른 계측제어 기 

기의 설정치 드리프트 영향 명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lI.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범위는 상기의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를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 개발 

- 드리프트 분석용 전산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정치 드리프트 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읍과 

같온 6단계 드리프트 분석 절차를 제안하였다. 

단계 1 : 이상치 (outlier) 분석 

단계 2 : 정규성 (nonnality ) 검정 

단계 3 : 최 대 드리프트(φift) 예상치 계산 

단계 4 : 추세 (trend) 분석 

단계 5: 관리도(control chart)분석 및 런 (run) 검정 

단계 6: 공정능력 (process capabilit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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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드리프트 분석절차 가운데 단계 1부터 단계 3까지는 기존의 방법 

론상의 분석 범위와 일치한다 하지만， 통계적 분석 방법에 있어서 이해가 

쉬운 도식적 표현 방식올 보다 많이 사용하였으며， 분석 절차의 완결성을 위 

해 비모수 (non-parametric) 통계기법올 사용하여 분석 범위를 더욱 확장하 

였다 단계 4부터 단계 6까지 이르는 분석절차는 드리프트 관리 및 STr 변 

경으로 인한 드리프트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에 의한 추세분석， 관리도 분석， 런 (run) 검정， 공정능력분석 퉁이 

추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새로운 드리프트 분석 절차에 따라 SeDA 

(Setpoint Drift Analysis)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SeDA 전산 프로그 

램의 특징은 개별 전자 기기의 관리를 위한 통계적 드리프트 관리 기법들이 

확장 구현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통계적 도식， 지표， 설명 기능를 부가함으 

로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결과에 대한 이해력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정기점검 결과 자료로부터 설정치 드리프트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 관리 및 분석올 위한 6단계의 통계적 분석기법을 개발하였 

다 이러한 제안된 절차에서 추세 분석， 관리도 기법 및 공정능력분석 둥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서 현장 계측 제어 기기의 관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드리프트 분석 초보자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각 단계별로 쉽게 분석을 행할 수 있도록 드리프트 분석 프로그램 (SeDA) 

올 개발하였다 모든 계측제어 기기의 드리프트 관리는 개발된 SeDA 프로 

그램에 의해 수행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물은 현재 한수원에 

서 발주하고 한기(주)서 수행중인 표준원진 RPS!ESFAS 관련 위험도 정보 

활용 운영기술지침서 개선 과제에 대해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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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instrument setpoints for the automatic actuation of the 

safety-related equipment are affected by many sources of uncertainty 

The nuc1ear industry has generally accepted the statistical approach 

suggested in ISA-S67.04 (1994) and ISA-RP67.04 (1994) for ensuring that 

the setpoints for safety-related instrumentation are established and 

maintained with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 limits (U.S.NRC Reg. Guide 

1.105, 1999). However, the current approach of ISA-RP67 여 (1994) for a 

drift analysis is not sufficient for managing the setpoint drift of individual 

instrumentation devices, because it basically provides a guideline for 

detennining a setpoint under several uncertainty terms. Thus, it is 

necessary to seek a complete and efficient way for managing the 

instrumentation devices based on their performance data, for instance, the 

plant-specific as-found (prior to any adjustment) and as- left data 

(required if there is a need for adjustment) 

The plant specific as-found/as-left data may inc1ude the combined 

effects of the reference accuracy, inherent drift, and operating conditions 

during the tirne 야riod under surveillance such as humidity, vibration, 
radiation, temperature, power supply variation and so on. They can be 

practically obtained from the 야riodic channel tests, which are performed 

under an appropriate surveillance interval to ensure that the 

instrumentation channel is functioning in compliance with the safety 

analysis and to verify that the trip setpoints remain within the limits 

established during a plant operation. If the as-found data exceeds the 

bounds (so-called the calibration tolerance limits), some appropriate 

actions wiJl be taken such as an investigation of the cause, evaluation of 

the operability, corrective actions to prevent a re-occurrence of the 

finding , and so on 

A new methodology for a statistical setpoint d끼ft control an외ySlS 

based on the plant-specific as-found/as-left data is proposed in this 

report as a means of a performance management, not the setpoint 

detennination of an individual instrumentation device in the field. The 

procedure for the new methodology consists of six steps: 1) out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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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2} norrnality test, 3} evaluation of the maximurn expected 

drift value, 4} trend analysis, 5} control chart analysis, 6} process 

capabili ty analysis. The first three steps based on the statistical 

predictio l1 techniques for estimating the 95%/95% tolerance limits in a 

statistical terrn are closely similar to those of ISA-RP67.04 (1994), except 

for the adoptio l1 of some graphical tools and the additional non- parametric 

approach. The others, based 011 the statistical process control techniques 

(e.g., regression analysis , control chart, run test, and process capability 

index) , are newly proposed in this report for managing the setpoint 띠1ft 

of an individual instrumentation device.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an example is illustrated based on practical 

as-found/as- left data obtained from the channel functional test of a 

bistable at a one-month surveillance interval in a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P) ‘ All analyses were perforrned using the 

SeDA (Setpoint Drift Analysis) program that has been developed 

according to the new 6-step procedure proposed in this study. 

The new procedure proposed in the report focuses on the 

systematic approach to manage the instrumentation device via the 

statistical æ;ft control analysis extended from the current methodology. 

Also explored are the useful graphic tools and non - parametric statistical 

methods [or a drift analysis. These methods can facilitate in the process 

of the previous setpoint drift evaluation, and enhance the completeness of 

the drift analysis from the view point of the methodology. An adoption 

to the statistical process control techniques is also likely to give the plant 

staff a morc efficient way of managing thc instrumentation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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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론 

일반적으로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안전 관련 계측셜비의 작동 설정치가 설 

계 기준 또는 운영기술지칭서상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셜정/유지되고 있음올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 계측 표준 협회(JSA)에서 발간된 rSA -S67.04-1994[1] 

와 rSA -RP67.04-1994[2]에서 제시된 통계적 방법들올 준용하고 있다 (U.S. 

NRC의 Reg. Guide 1.105[3] 창조). 특히，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rSA-RP67.04-1994의 App.E 에서 제시하는 드리프트 분석 방법 (개별 계측 

제어 기기의 성능평가 자료인 발전소 고유의 교정전(As-Found; AF) 및 교 

정후값 (As-Left; AL) 자료를 바탕으로 한 95%/95% 최대 드리프트 기대값 

의 추정)을 원자로 보호계통 (Reactor Protection System; RPS)과 공학적 안 

전설비 작동계통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밍n; ESFAS)와 

같은 안전 관련 계측 채널의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 또는 STr 변경에 대한 

드리프트 영향 평가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들 방법론들은 불확실성올 고려한 보수적인 셜정치 결정을 목적 

으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인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 

또는 STr 변경에 따른 드리프트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족한 

정들이 쉽게 발견될 수 있다. 

<D STr 변경에 따른 설정치 드리프트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드리프트 관 

측치들의 종속성， 중가 또는 감소 추세 여부 퉁과 같이 비정상적인 드 

리프트 특성에 대한 명가 및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 

존 방법론의 결과인 95%/95% 드리프트 허용한계 추정치로부터 이러 

한 특성에 대한 판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 기존 방법론에서는 드리프트 관측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올 경 

우 100개 이상의 관측자료가 요구되는 이항확률의 정규근사화를 이용 

한 최소 성공 확률 (95%/95% 통과/실패 기준값의 추정) 방법만을 제 

시하므로 방법론상의 완결성 (compJeteness)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안전 관련 계측 채널의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 및 STr변경에 따른 



드리프트 영향 평가률 위해 기존 드리프트 분석 방법론의 보완이 절실히 요 

구된다. 다시 말해서， 보수적 트립 셜정치의 결정 방법이 아니라 전자 부품 

의 셜정치 드리프트 관리에 적합한 분석 방법론 및 전산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분석 도구의 개발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ttee : NRC)의 위험도 정보 활용 기술지칭서 개선과 관련하여 요구하 

는 다섯가지 원칙 (RG1.177 [4] 및 RG1.174[5]) 가운데 하나인 ‘기술지침서 

개선후 지속적 감시 <Continuous rnonitoring)’를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계측제어 

기기를 대상으로 껄정치 드리프트 관리를 위해 적합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개발함에 있으며， 특히 개발된 방법론은 안전 관련 계측제어 기기들의 위험 

도 정보 활용 운영기술지침서 (Risk-Infonned Technical Specification; 

RITS) 개선시 정기점검주기 (Surveillance Test Interval; STI)의 변경에 따른 

계측제어 기기의 셜정치 드리프트 영향 평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를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 개발 

- 드리프트 분석용 전산 프로그랩 개발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정치 드리프트 방법론의 문제점올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6단계 드리프트 분석 절차를 제안하였다， 

단계 1 : 이상치 (outlier) 분석 

단계 2 : 정 규성 (nonnality) 검 정 

단계 3 최 대 드리프트(drift) 예상치 계산 

단계 4 : 추세 (trend) 분석 

단계 5: 관리도(control chart)분석 및 런 (run) 검정 

단계 6: 공정능력 (process capability) 분석 

새로운 드리프트 분석절차 가운데 단계 1부터 단계 3까지는 기존의 방법 

론상의 분석 범위와 일치한다 하지만， 통계적 분석 방법에 있어서 이해가 

쉬운 도식적 표현 방식을 보다 많이 사용하였으며， 분석 절차의 완결성을 위 

해 비모수 (non-pararnetric)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 범위를 더욱 확장하 

‘ ‘ 



였다. 단계 4부터 단계 6까지 이르는 분석절차는 드리프트 판리 및 STI 변 

경으로 인한 드리프트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명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에 의한 추세분석， 관리도 분석， 런 (run) 검정， 공정농력분석 둥이 

추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새로운 드리프트 분석 절차에 따라 SeDA 

(Setpoint Drift Analysis)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SeDA 전산 프로그 

랩의 특정은 개별 전자 기기의 관리를 위한 통계적 드리프트 관리 기법들이 

확장 구현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통계적 도식， 지표， 설명 기능를 부가함으 

로서 사용자의 연의성과 결과에 대한 이해력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물은 현재 한수원에서 발주하고 한기(주)서 수행중인 

표준원전 RPS!ESFAS 관련 위험도 정보 활용 운영기술지칭서 개선 과제에 

대해 기반 기솔로 활용되고 있다 

’ J 



제 2 장 드리프트 분석 절차 개요 

발전소 고유의 교정 전/교정후값올 바탕으로 앞서 서론에서 지 적 된 바와 같 

이 기존 드리프트 분석 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옴과 같이 6단계 드 

리프트 분석 절차를 제안한다 

단계 1 : 이상치 (outlier) 분석 

단계 2 : 정규성 (normality) 검정 

단계 3 : 최대 드리프트(drift) 예상치 계산 

단계 4 : 추세(σend) 분석 

단계 5 : 관리도(control chart)분석 및 런 (run) 검정 

단계 6 : 공정능력 (process capability) 분석 

그림 2-1은 본 연구에서 계측제어 기기의 드리프트 관리를 위해 제안한 

새로운 드리프트 분석절차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단계 l부터 단계 3의 일부 

인 점선 내부가 기존의 방법론상의 분석 범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통계적 

분석 방법에 있어서 이해가 쉬운 도식적 표현 방식을 보다 많이 사용하였으 

며， 분석 절차의 완결성올 위해 비모수 (non-parametric) 통계기법을 사용하 

여 분석 범위를 더욱 확장하였다 단계 4부터 단계 6까지 이르는 분석절차 

는 드리프트 관리 및 STI 변경으로 인한 드리프트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평 

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에 의한 추세분석， 관리도 분석， 런 

(run) 검정， 공정놓력분석 퉁이 추가되었다. 분석 방법론의 세부 사항들은 

예제와 함께 제 3장에서 상세 기술하였으며， 여기서는 개괄적인 내용만올 간 

단히 요약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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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 통계적 드리프트 관리률 위한 분석 절차 

(정선 내부는 기존의 드리프트 분석 방법론의 범위를 나타냉) 

단계 1. 이삿치 (outlierl 부석 

통계적 분석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일은 분석대상의 특성올 왜곡 

시킬 수 있는 이상치를 발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 

법론에서는 이상치 분석을 위하여 T-검정올 수행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분 

석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올 전제로 하므로 사용상 주의가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분포에 그래픽 분석방법인 상자그림(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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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T-검정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상치 발견시 조치사항은 

해당 데이터의 제거이지만， 이상치 역시 매우 중요한 청보률 포항할 수도 있 

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단계 2 것규섯 (normalitv) 걱척 

이상치률 분석 및 조치 후 수집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기존 방법론에서는 생플개수가 307ß 이상일 경우 타이제곱 적합 

성 검정 {Chi-square Goodness-of-Fit test}율 수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적합성 검정을 위한 데이터 그룹핑의 주관성을 개선하고 분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규확률지 및 p-p도 (percentage-percentage pl야)를 

이용한 정규성 검정 방법을 도입하였다， 

탄계 3 최 대 드리프트(ooft) 예삿치 계사 

정규성 검정에 의하여 분석 데이터가 정큐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확인되면 

기존 방법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대 예상 드리프트를 구하기 위하여 95% 

확률/95%신뢰도 드리프트 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95%확률/95%신뢰도 드 

리프트 값 (허용 한계 tolerance limits)은 현재의 STI 하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드리프트 관측치들의 95%가 허용한계 이내에 놓일 가능성을 

95% 확신할 수 있다는 흉계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정규성 검중 결과 정규 

분포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다연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Binomial 분포 및 미리 결정된 성공/실패 기준을 이용하여 정규 근사화 

(normal approximation)에 의한 최소 성공 확률올 추정할 것율 추천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고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률 

넘 지 않는다하더 라도 순서 화된 데 이 터 로부터 비 모수(non-parametric) 통계 

방법에 의한 최대 드리프트 기대치를 추정하는 분석 절차를 추가하였다-

단계 4 추세 (trend) 부석 

단계 4부터 6까지는 STI 변경시 설정치 드리프트의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분석절차로서， 먼저 정규성올 만족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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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드리프트의 추세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 회귀식의 추정， 결정계수 

계산， 분산분석 (ANOVA)을 통하여 드리프트의 경향에 대한 존재 유무를 홍 

계적 검중 결과로 판단하고， 추세가 발견되는 경우 교정허용한계 (calibration 

tolerance limit)를 초과하게 되는 예측 시각과 미 래의 드리프트 관측값에 대 

한 신뢰 구간도 추정 한다. 정 규성 을 만족하지 않는 경 우 Mann-Whitney 또 

는 지수순차합 검중과 같은 비모수 통계 검증방법에 의해 추세분석이 가능 

하다. 

단계 5 과리도(control chartl 뷰석 및 러 껴척 (run testl 

일반 산업계에서 생산공정의 흉계적 품질관리를 위해 널리 이용되는 관리 

도 기법을 사용하여 개별 계측채널의 설정치 드리프트의 관리상태를 파악하 

게 되고， 아울러 정상적인 관리상태 여부륭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런 검정 

기법도 추가되었다 이는 정규성 가쟁이 만족되어야 적용 가능한 방법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이한 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측 

정치들이 관리한계선 범위를 벗어날 확률을 계산한다 특이한 런이 발견되 

지 않는 경우 공정능력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단계 6 곡;엇늑력 (orocess caoabilitv l 분석 

개별 계측채널의 성능평가 자료인 드리프트 값을 하나의 공정변수로 간주 

하여 일반 산업계의 생산공정에 널리 적용되는 공정능력지수 (process 

capability index; PCI)인 Cp , CpK, Cpm 동을 계산한다. 이들 PCI들올 통 

하여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드리프트 상태올 판단함으로서 개별 계측채널의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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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채 별 드리 프트 분석 방법 

제 1 절 자료의 수집 및 변환 

일반적으로 안전 관련 기기의 자동 작동을 위한 아날로그 계측껄비의 설 

정치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 운전 조건 (예를 들연， 온도， 습도， 전압 변 

동 퉁)， 기준 정밀도 (reference accuracy), 고유 드리프트 (drift) , 둥둥 -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별 계측체어 기기에 대한 교정전(as-found; AF) 과 

교정후(as-]eft; AL) 값의 자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결합된 효 

과들올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적당한 STr 하에서 수행되는 정기 채널 시 

험으로부터 얻어진다-

드리프트 분석 절차의 적용에 앞서 먼저 분석 대상 계측채널의 교정전/교 

정후값들을 발전소 정기시험 결과지로부터 수집하여야 하고， 수집된 교정전/ 

후값올 이용하여 백분율 드리프트 자료로 변환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는 드리프트 분석 절차률 상세히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제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예제 데이터는 임의의 바이스테이블의 설정치에 대한 

40개의 측정값올 가정하였으며， 각 데이터는 표 3-1과 같이 교정전값과 교정 

후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상 각 점검 주기마다 교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교정전/후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3-1] 예제 데이터 

순번 l 2 3 4 5 6 7 8 9 10 
교정전g 5.5742 5.5730 5.5735 5.5738 5.5754 5.572S 5.5743 5.5733 5.5741 5.5730 
교정후g 5.5742 5.5730 5.5735 5.5738 5.5754 5.572S 5.5743 5.5733 5.5741 5.573C 
순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교정전값 5.5744 5.5732 5.5722 5.5733 5.5741 5.5730 5.5722 5.5738 5.572E 5.573 
교정후값 5.5744 5.5732 5.5722 5.5733 5.5741 5.5730 5.5722 5.5738 5.5726 5.573 
순번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교적천값 5.5740 5.574 5.5741 5.5749 5.573S 5.572 5.5743 5.573 5.5742 5.572 
교정후값 5.5740 5.5747 5.5741 5.5749 5.573S 5.5727 5.5743 5.5737 5.5742 5.5722 
순번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교정전값 5.573 5.5740 5.5729 5.5710 5.576E 5.5728 5.5738 5.5742 5.5757 5.575 
교정후값 5.5737 5.5740 5.5729 5.5710 5.576E 5.5728 5.5738 5.5742 5.5757 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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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정전/후값이 수집되면 이들을 백분율 드리프트값으로 전환하 

여야 한다. 백분율 드리프트는 아래의 식과 같이 금월의 교정전값에서 전월 

의 교정후값을 빼고 이것을 다시 계측채널(바이스테이블)의 스변으로 나눈 

백분융올 의미한다. 

(AF;-AL;_ ,) D
Mi

(%) = ,. - , S ._'-1' xlOO 

DMi i-월 백분율 드리프트 

AFl : i-월의 교정전값(as found v외ue) 

AL i : i-월의 교정후~(as left value) 

S: 계측채널의 스팬 (바이스테이블의 경우 대개 lOV} 

예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백분율 드리프트 값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이 백 

분율 드리프트 자료가 후속 절의 모든 드리프트 분석 방법 설명시에 사용될 

것이다 

[표 3- 2) 예제 데이터에 대한 백분율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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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이상쳐(Outlier) 분석 

표본자료군에서 일반적인 값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거나 작은 값을 

이상치 (outlier)라고 한다 이러한 이상치는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추정치 

들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분석을 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이상치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 

할 수 었는 상자그립 (Box Plot)과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전제로 시 

행하는 T-검정이 있다 기존에는 T-검정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정규성 가 

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그래픽 분석(상자그립) 

상자그림은 데이터의 범위와 개략적인 분포형태을 알아보고 이상치률 식 

별하는데 사용된다. 상자그림은 분포를 미리 가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 

며 육안으로도 이상치를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룹화된 

상자그림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표본올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상자그립을 작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사분위수를 구한다 (Ql , Q2 , Q3) 여기서， 사분위수 Ql , Q2 , Q3 

는 각각 25%, 50%, 75% 값에 대한 추정치률 의미한다. 

단계 2. 사분위수 범위(IQR)를 구한다. 사분위수 범위란 75% 값과 25% 값 

사이의 간격올 의미한다 

IQR = Q3-Ql 

단계 3. 올타리 값(LOF， LIF, UIF, UOF)올 구한다 

LOF(Lower Outer Fence) = Ql- 3IQR 

LIF (Lower Inner Fence) = Ql- 1. 5IQR 

UIF (Upper Inner Fence) = Q3+ 1. 5I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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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F(Upper Outer Fence) = Q3 + 3IQR 

단계 4. 구한 값들올 가지고 그립을 작성한다 

LIF와 UIF 둥의 안쪽 울타리를 벗어난 점용 이상치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고， LOF와 UOF 둥의 바깥쪽 울타리를 벗어난 점은 극단 

적 이상치로서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제 데이터에 대한 백분융 드리프트의 상자그림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에는 34번째 백분율 드리프트(0.055%) ， 즉 34번째 (5.5710)와 35번째 (5.5765) 

교정전/후값의 차이로 인한 이상치가 발견되었다 이상치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T-검정 

“ 

_. 
‘· 

‘。'-llolOl\)

액 운율 드러 프트 상자 그딩(Box-Whisker Plot) 

‘’ 10'} 

"" ‘… ‘~ .m 

‘’ ". 

m ‘')-0."'''' 

“ (())o1.1oIOII) 

• 

[그림 3-1] 예제 백분율 드리프트에 대한 상자그림 

T-검정올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서 예제 데이터의 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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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드리프트에 대하여 T-검정을 통한 이상치 (outlier) 분석을 수행한다-

T-검정올 이용한 이상치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 

확률빽터를 k개의 N(μ ， 찌로부터 정규분포 다변량 p-차원의 다. 

Xl' ".，자와 같다고 하자. 

x k
Z피
 

----R -x 

V= 달1 i힐(Xj-긋)(Xj- 긋)T 

표본평균 : 

표본분산: 

얻었다연 x를 독립적인 확률백터 N(μ，1:)로부터 통일한 다변량 정규분포 

이 확률빽터의 표본 M삶1외anobis 거리는 

d = (Xj- x)lr1(x，-조)T 

강
 

’R-M 
二
-

k-g F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k2-M } - a 이며 동일하게 r{잭펴후 2 > Fa(p , k-p)f = 

F( p, k- p) 이 때， 통계량 

pr{ D> [Fa(샤-써띔끊(}=a 이다 
a 값을 의미한다. 분포의 상위 F얘， k- p) Fa(P , k- p) 는 위 식에서 

X는 Xl ，"'， Xk와 적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에 p= 1-차원 이론을 이상의 

X는 제 

X}I ""Xn 이 

표준편차률 계산할 때 해당 

데이터를 따라서 ， k= η-1 이 

라 할 때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치 검정 절차를 제안한다. 

측정 된다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므로 표본명균 및 

계산한다， 외하고 

Vj 및 표 Xj와 표본분산 Xj에 대하여 자신을 제외한 표본평균 단계 1. 각 

준편차 Sj를 계산한다 

파= 캄T(X1 + ... +Xj - l +Xj+l + ... +μ) 

SI= lf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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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검정통계량 Tj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 j = 남ζ짙l for i= 1, ... , n 

단계 3. 각각의 겁정통계량 Tj에 대한 p-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η_ 1)2-tt ] 1/2} 
PrtTj)lFpO ,n-2) (~" 2){nÎ)J J=p , 혹은 동일하게 

Pr{ [ .in-2)(η- 1 2. r'2
T

j
) T pI2(n-2) } I T j ) T끼2(n-2)! = p (n- 1) 2-1 J ' j/ ' Þl2\ " "'J 

단계 4. p-값이 정해진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해당 데이터 Xj는 이상치로 

판정한다. 

여기서 T.(Ø) 는 자유도 ￠인 T-분포에서 상위 a값을 의미한다， 따라 

~‘’ r ( n-2)(η-1) 1 l/2 ，、
서， 검정풍계량을 ‘ j- l (n- 1)2-1 J 'j로 정의하면 기존의 T-분 

포표를 사용하여 검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Tj를 검정통계량으로 하여 검정 

하고자 할 때에는 표 3-3올 이용하여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예제 데이터에 대한 이상치 검정을 위해 백분융 드리프트에 대한 T-검정 

의 결파는 표 3-4에 주어져 있다. 결과를 살펴보연 34번째 백분윷 드리프트 

값이 매우 유의하게 이상치로 판영되었고， 이 값에 대한 p-값이 0.0143으로 

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이상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T-검청은 상자그림에 비해 더 엄밀하게 이상치를 검출할 수 있 

다. 그러나， T-검정은 정규분포를 전제로 한 방법이므로 정규성에 대한 확 

신이 없는 한 상자그렴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랑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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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표본크기에 따른 이상치 검정 기준값 

추웰존존 0.1 0.05 0.01 0.005 

5 2.631 3‘또8 6.530 8.333 
10 1.960 2.431 3.537 4.040 
15 1.833 2‘정6 3.118 3.491 
20 1.779 2.155 2.잃3 3.잃O 

25 1.749 2.111 2.865 3.168 
30 1.730 2.083 2.811 3.아19 

35 1.717 2.064 2.773 3.052 
40 1.707 2.050 2.746 3.018 
45 1.700 2.039 2.726 2.993 
50 1.694 2.031 2.709 2.973 
55 1.690 2.024 2.696 2.956 
60 1.686 2.019 2.686 2.943 
65 1.682 2.014 2.677 2.932 
70 1.680 2.010 2.669 2.922 
75 1.677 2α% 2.663 2.914 
80 1.675 2.003 2.657 2.907 
85 1.673 2.001 2.652 2.901 
90 1.672 1.998 2.648 2.896 
95 1.670 1.996 2.644 2.891 
100 1.669 1.994 2.640 2.잃6 

110 1.667 1.991 2.않4 2.879 
120 1.665 1.989 2.629 2.873 
130 1.663 1.986 2.625 2.868 
140 1.662 1.984 2.621 2.863 
150 1.661 1.983 2.618 2.859 
160 1.660 1.981 2.615 2.856 
170 1.659 1.980 2.613 2.853 
180 1.658 1.979 2.611 2.850 
190 1.657 1.978 2.609 2 없8 

200 1.많7 1.977 2.007 2.846 
250 1.654 1.974 2.001 2.잃8 

300 1.653 1.971 2.597 2.833 
350 1.652 1.970 2.594 2.829 
400 1.651 1.968 2.591 2.826 
500 1.650 1.967 2.588 2.822 
1000 1.647 1.963 2.582 2.815 

1.645 1.960 2.576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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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예제 백분율 드리프트에 대한 T-검정의 결과 

순번 %드리효 E I영균 표준연차 T 값 T’-값 p-값 

-0.012% O.αJ06% 0.0158% 0.7944 0.7841 O.갱77 

2 0.005% O.αlO1% 0.0159% 0.3053 0.3014 0.7647 
3 0.003% O.αlO2% 0.0160% 0.1764 0.1742 0.8626 
4 0.016% -0.αlO2% 0.0157% 1.0260 1.0127 0.3174 
5 -0.025% 0.0009% 0.0154% 1.6830 1.6613 0.1여7 

6 0.014% -0αlO1% 0.0158% 0.8927 0.8812 0.3836 
7 -0.010% O.αlO5% 0.0159% 0.6631 0.6546 0.5166 
8 O.α)8% O.αlO1% 0.0159% 0.4994 0.4930 0.6248 
9 -0.011% oαJ06% 0.0159% 0.7286 0.7192 0.4763 
10 0.014% -0 αlO1% 0.0158% 0.8927 O 잃12 0.3836 
11 -0.012% oαJ06% 0.0158% 0.7944 0.7841 0.43η 

12 -0.010% oαlO5% 0.0159% 0.6631 0.6없6 0.5166 
13 0.011% O. ()()()()% 0.0159% 0.6950 0.6860 0.4967 
14 0.008% 0.0001% 0.0159% 0.4994 0.4930 0.6:강8 

15 -0.011% oαJ06% 0.0159% 0.7쟁6 0.7192 0.4763 
16 -0.008% 0.0005% 0.0159% 0.5327 0.5엉8 0.6020 
17 0.016% -0αlO2% 0.0157% 1.0260 1.0127 0.3174 
18 -0.012% oαJ06% 0.0158% 0.7944 0.7841 0.4377 
19 0.007% oαlO1% 0.0159% O.갱46 0.4290 0.6703 
20 0.007% 0.0001% 0.0159% 0.4346 0.4290 0.6703 
21 0.007% 0.0001% 0.0159% 0.4346 0.4290 0.6703 
22 -0.α)6% 0.0004% 0.0159% 0.4030 0.3978 0.6929 
23 0.008% oαlO1% 0.0159% 0.4994 0.4930 0.6248 
24 - 0.010% 0.0005% 0.0159% 0.6631 0.6546 0.5166 
25 -0.012% 0.0006% 0.0158% 0.7944 0.7841 0.4377 
26 0.016% -0.0002% 0.0157% 1.0260 1.0127 0‘3174 
27 -0α)6% 0.0004% 0.0159% 0.4030 0.3978 0.6929 
28 O.α)5% O.αlO1% 0.0159% 0.3053 0.3014 0.7647 
29 -0.020% 0.0008% 0‘ 0156% 1.3322 1.3150 0.1962 
30 0.015% - 0.0001% 0.0158% 0.9592 0.9468 0.3496 
31 0.003% O.αlO2% 0.0160% 0.1764 0.1742 0.8626 
32 -0.011% 0.0006% 0.0159% 0.7286 0.7192 0.4763 
33 -0.019% O.αlO8% 0.0156% 1.2636 1.2473 0.2197 
34 0.055% - 0.0012% 0.0131% 4.2868 4.2315 O.αlO1 

35 -0.037% 0.0012% 0.0147% 2.5993 2.당>57 0,0143 
36 0.010% O. ()()()()% 0.0159% 0.6296 0.6215 0.5379 
37 0.004% 0.0002% 0.0160% 0.2408 0.2377 0.8133 
38 0.015% -0.0001% 0.0158% 0.9592 0.9468 0.3496 
39 -0.005% 0.0004% 0.0159% 0.3384 0.3340 0.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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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 규성 (Norma1ity) 검 정 

드리프트 분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세심한 검토 없이， 자료들이 안정 

적이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나 T-검정， 

95%확률/95%신뢰구간， 판리도 둥 드리프트 분석에 사용될 기법들은 비정규 

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규성 가정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정규확률도 작성 

단계 2. P-P(Percentage-Percentage) Plot 작성 

단계 3 결정계수( ?) 추정 

단계 4. k2 통계량에 의한 정규성 검정 

1. 정규확률도 작성 

표본의 크기를 %이라 하고 관측된 데이터를 x1 .. ... xn이라 하자 표본 

올 크기 순으로 정렬하여 x (I) < X (2) < ... <X(n)으로 놓고， 평균순위에 의한 

확률을 Pi = i/(n+ 1)로 계산한다. 아래와 같이 이 확률에 해당하는 표준정 

규분포 분위수를 계산하여 이것을 x-축으로 하고 X( I)를 y-축으로하여 

타정하면 정규확률도를 작성할 수 있다. 

(x. y)= ( φ- l(p;).Xω) 

예체의 백분율 드리프트 데이터에 대하여 정규확률도를 작성한 결과는 다 

음의 그립 3-2와 같다. 이 그립을 살펴보연， 회귀직선올 따라 점들이 근접 

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제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장정적인 결론을 내힐 수 있으나 다음 단계들 

올 통하여 정확하게 정규성 가정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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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확률도 

• 

-K 
Rq 

‘ ... 
’5 20 2 

• 

Z값 R" = 0.8952 

[그립 3-2] 예제 데이터에 대한 정규확률도 

2. p - p 그립 작생 

p-p 그림은 정규확률도와 그 용도가 유사하지만 x축， y축 모두 O과 l 사 

이의 확률값을 갖는다는 특정이 있다 즉 아래와 같이 평균순위에 의한 확 

률값이 x-축이 되고， 표준화한 순서 데이터의 표준정규확률값이 y-축이 된 

다. 

(x.y) = (파τ , ø( (Xi -굿) / s)) 

예제 데이터에 대하여 p - p 그립을 작성한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p-p 

그립에서는 원점올 통과하는 회귀직선을 구하여 적합도를 판정한다. 위의 

그립에서 점들이 회귀직선 상에 근접하게 분포하고 있고， 결정계수도 1에 가 

까우므로 정규분포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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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 

[그림 3-3] 예제 데이터에 대한 p- p 그림 

3. 결정계수( ,-2) 계산 

정규확률도를 작성한 후 육안에 의해 정규성을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모 

호하므로 보다 정량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단순회귀모형에서 회귀직선에 의 

해 종속변수가 설명되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koefficient of 

detennination)를 사용하연 좀 더 객관적 인 판단이 가능하다. 

결정계수는 데이터의 총 변동에서 회귀에 의한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회귀식이 적합하다는 것올 의 

미한다. 결정계수는 분산분석표(ANOVA)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위의 

정규확률도를 이용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 제 데이터에 대한 정규확률도로부터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결정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이 경우 결정계수 값은 0.8952로써 어느 정도 

회귀식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고， 분산분석표에서 F-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p-값이 0에 가까우므로 “회귀식의 의미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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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l 예제 데이터에 대한 분산분석 (정규확률도)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F 
8 44E-03 I 1 I 8.44E-03 I 3.16E+02 
9 89E-04 I 37 I 2.67E-Q5 
9.43E-03 

0.8952 

4. 청규성 검정 

정규성율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홍계적인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규성 검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p-p 그림을 기초 

로 한 검정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그림에 기초하므로 보다 이해하 

기 쉽고， 복잡한 계산이나 특수한 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F.F.Gan과 K.J，Koehler[비가 제 안한 k? 통계 량은 다음과 같다. 

k2 [Z?=! (ZI-강)(Pi- p)]2 -
- [2=1(Z,-j2][2= l(p,-3)2] 

위 식에서 Pi= i/( η+ 1) 와 Zi= <1>[ (Xi- X) /sl 는 p-p 그림의 (x, y) 

축 값에 해당한다. 즉，k? 통계량은 p-p 그림에서 정규분포의 적합도를 판 

정하는 기준이 됩올 알 수 있다 

표 3-6올 창조하여 원하는 유의수준에 해당하는 ap, ßp값올 선택해 아래 

의 식에 대입하연 기각치 책을 구할 수 있고， 이것올 계산된 통계량 앙과 

비교한다 k2 >갱 이면 p-p Plot의 선형성(정규성)올 인정할 수 있다. 

l-k~=(ap+ βρη)-1 

예제 데이터에 대하여 이 과정을 적용해 보았을 때 k? 통계량올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1 (Zi-정(pi- p)]2 = 8.65426 , .r'i- l (Zi-킹2 

= 2.90965 , 작~1 (Pi- p)2 = 3.08750 , 따라서 k2 = 0.9633 올 얻는다 

표 3-6을 참조하여 유의수준 0.1에 해당하는 a,= 1.%80 , βp= 0.937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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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주어진 식에 대입하연.Ilo‘ 1 = 1- 0.5880 + 0.9379 x39) - 1 = 0 .9738 

올 얻을 수 있고 k2 ) 쩍올 만족하지 않으므로 귀무가설 Ho ‘정규분포를 

따륨’ 은 기각된다 그러나， 유의수준 0.01에서는 귀무가셜은 채택되며， 이 

때의 기각치는 0.9않8이다. 

참고로 ~ 흉계량은 p-p 그립에서 절편올 0으로 제한하지 않은 회귀직선 

에 대한 결정계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제의 경우 표 3-7과 같이 분산분 

석을 통해서도 ~ 통계량을 구할 수 있다 

[표 3-6] 통계량 ~에 대한 기각치를 구하기 위한 계수 

유의수준 통계량 ap ßp 

F 9536 .3677 
0‘001 

쩍 5974 .3245 

~ .5985 .4785 
0.005 

쩌 .4178 4310 

~ .1898 5505 
0.01 

쩌 4522 4941 

~ 7419 7733 
0.05 

쩌 7420 7098 

~ 1.잃80 9379 
0.10 

쩌 1.0953 .8633 

자료출처 : F.F.Gan & K.J,Koehler[6] 

[표 3 꺼 예제 데이터에 대한 분산분석 (P-P Plot)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F 
2 8OE+00 I 1 I 2.80E+00 I 9.72E+02 
1.07E-01 I 37 I 2.88E-03 
291E+00 I 38 

0.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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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에서 쩌 통계량의 식은 아래와 같으며 상 통계량과 특성상 큰 차이 

는 없으므로 이것올 대신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I:'l= 1 (Z,- 0 .5)(p,- O. 5) ]2 
κ0- [짜= 1 (Zj- 0.5) 2][ I:'l= 1 (p,-0.5) 2] 

또한， 유의수준에 따른 계수의 값이 방향성 없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의 일 

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크기의 변화에 따른 기각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규성 검정 기각치 

1.00 

0.95 

0.90 

0.85 

0 .80 

0.75 
o 100 200 300 400 

표본크기 

[그립 3-4) 표본크기에 따른 기각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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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 철 최대 드리프트(Drift) 예상치 계산 

정규성 검정에 의하여 분석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대 예상 드리프트를 구하기 위하여 95%확률/95%신뢰도 드리프트 값을 계 

산한다. 그러나， 이전 단계에서 정규성 가정이 기각되었다연 일단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한 후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Binomial 분포 

및 미리 결정된 성공/실패 기준을 이용하여 최소 성공 확률을 추정하고， 데 

이터의 개수가 100개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성 검정에서 탈락한 데이터 

를 순서통계량올 이용하여 최대 드리프트 예상치를 계산한다. 

1. 최대 예상 드라프트 계산 

정규성 검정에 의하여 분석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확인되연 

최대 예상 드리프트를 구하기 위하여 허용구간올 계산하는데 여기서의 허용 

구간은 이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표본 집단의 비율에 경계하여 위치한다 

즉， 평균에 대한 95/95 허용구간은 이전， 현재， 그리고 이후 값의 95% 범위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최대 예상 드리프트는 다음의 식과 같이 평균의 절대 

값에 허용구간을 더해주는 것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DμAX=I DI+K.s 

여기서의 D는 표본평균 s는 표본의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K= α로서 표 

본크기와 확률， 신뢰수준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7] 표 3-8과 표 3-9에는 

95%확률/95%신뢰수준에 해당하는 r과 U의 값이 표본 크기에 따라 정리되 

어 있다， 예제 데이터에 대하여 최대 예상 드리프트를 계산해보면 IDI는 

0.000256이 고 s는 0.015754이 다， 또한， K 값을 구하기 위 하여 표본의 크기 

가 39일 때의 γ과 μ 값을 위의 표에서 찾아보면 y= 1.9848. u= 1. 2358이 

다 따라서 최대 예상 드리프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DMax = 0.000256 + (l .9848x 1.2358) . 0.015754 = 0.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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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표본의 크기와 95% 확률에 대한 γ 값 

N r N r N r 

2.6463 49 1.9798 97 1.9700 
2 2.3624 50 1.9794 98 1.9699 
3 2.2457 51 1.9790 99 1.9698 
4 2.1815 52 1.9787 100 1.9697 
5 2.1408 53 1.9783 105 1.9693 
6 2.1 127 54 1.9780 110 1 앉i89 

7 2.0922 55 1.9777 115 1.9685 
8 2.0765 56 1.9773 120 1.9681 
9 2.0641 57 1 인70 125 1.9678 
10 2.0541 58 1.9767 130 1.9675 
11 2 여59 59 1.9765 135 1.9672 
12 2.0390 60 1.9762 140 1.9670 
13 2 떠31 61 1.9759 145 1 ‘앉)67 
14 2.0280 62 1.9757 150 1.9665 
15 2.0236 63 1.9754 155 1.잊)63 

16 2.0197 64 1.9752 160 l 앉)61 

17 2.0163 65 1.9750 165 l 잊퍼9 

18 2.0132 66 1.9747 170 1.9657 
19 2.0105 67 1.9745 175 1.9656 
20 2αl80 68 1.9743 180 1.9654 
21 2α158 69 1.9741 185 1.9652 
22 2.0037 70 1.9739 190 1.9651 
23 2.0018 71 1.9737 195 1.9650 
24 2αJ01 72 1.9735 200 1.9649 
25 1.9985 73 1.97앓 210 1.9646 
26 1.99끼 74 1.9731 220 1.9644 
27 1.9957 75 1.9730 230 1.9642 
28 1.9954 76 1.9728 240 1.9640 
29 1.9933 77 1.9726 250 1.9639 
30 1.9922 78 1.9725 260 1.9637 
31 1.9912 79 1.9723 270 l ‘9636 
32 1.9902 80 1.9722 280 1.9635 
33 1.9893 81 1.9720 290 1.9633 
34 l 잃85 82 1.9719 300 1.9632 
35 1.9877 83 1.9717 320 1.9630 
36 1.9869 84 1.9716 340 1.9628 
37 l 없62 85 1.9714 360 1.9627 
38 1.9855 86 1.9713 잃O 1.9625 
39 1.9848 87 1.9712 400 1.9624 
40 1.9842 88 1.9711 420 1.9623 
41 l 없36 89 1.9709 440 1.9622 
42 1.9831 90 1.9708 460 1.9621 
43 1.9825 91 1.9707 480 1.9620 
44 1.9820 92 1.9706 500 1.9619 
45 1.9816 93 1.9705 600 1.961 6 
46 1.9811 94 1.9703 700 1.9614 
47 l ‘9806 95 1.9702 800 1.9612 
48 1.9802 96 1.9701 잊JO I.96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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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표본의 크기와 95% 신뢰수준에 대한 U 값 

N-l U N- l U N-l U 

l 15.9472 49 1.2017 97 1.1351 
2 4.4154 50 1.2!웠3 98 1.1343 
3 2.9200 51 1.1잊59 99 1.1영5 
4 2.3724 52 1.1946 100 1.1328 
5 2.æ93 53 1.1924 101 1.1320 
6 1.9154 54 1.1903 102 1.1313 
7 1.7언2 55 1.1없l2 103 1.1306 
8 1.7110 56 1.1862 1여 1.1었19 
9 1.6452 57 1.1842 105 1.1않2 

10 1.5931 58 1.1없3 106 1.1잃5 

11 1.5506 59 1.1얹E 107 1.1278 
12 1.5153 60 1.1787 læ 1.1271 
13 1 얘54 61 1.1769 109 1.1264 
14 1.4597 62 1.1752 110 1.1258 
15 1.갱73 63 1.1736 III 1.1252 
16 1.4176 64 1.1720 112 1.1245 
17 1.4001 65 1.1704 113 1.1영9 

18 l 앓45 66 1.1689 114 1.1233 
19 1.37여 67 1.1674 115 1.1227 
20 1.3576 68 1.1660 116 1.1221 
21 1.3460 69 1.1646 117 1.1215 
22 1잃53 70 1.1631 118 1.1209 
23 1.3255 7! 1.1618 119 1.1203 
24 1.3165 72 1.1605 120 1.1 198 
25 l.3æl 73 1.1592 121 1.1192 
26 1.3002 74 1.1579 122 1.1187 
27 l 잃29 75 1.1567 123 1.1181 
28 1.2816 76 1.1555 124 1.1176 
29 1.2797 π 1.1543 125 1.1170 
30 1.2737 78 1.1영2 126 1.1165 
31 1.2680 79 1.1520 127 1.1160 
32 1.2627 80 1.1510 128 1.1155 
33 1.2575 81 1.1499 129 1.1 150 
34 1.2528 82 1.1488 130 1.1 145 
35 1.2482 83 1.1478 131 1.1140 
36 1.2438 84 1.1467 132 1.1135 
37 1.2397 85 1.1458 133 1.1130 
38 1 영58 86 1.1448 134 1.1126 
39 1.2320 87 1.1438 135 1.1121 
40 1.2284 88 1.1429 136 1.1116 
41 1.2249 89 1.1419 137 1.1112 
42 l강16 % 1.1410 138 1.1107 
43 1.2184 91 1.1401 139 1.1103 
44 1.2154 92 1.1앓3 140 1.1αl8 

45 1.2124 93 1.1잃4 141 1.1094 
46 1.2096 94 1.1376 142 1.1α:JO 
47 1.2069 95 1.1367 143 1.1086 
48 1.2042 96 1.1359 144 l.Iæ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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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과/실때 기준 및 최소 통과 확률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η> 100인 경우 통과/ 

실패 기준 및 최소 통과 확률올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의의 통과/실패 기준 값을 정하고， 이 설정된 기준 값 내에 존재하 

는 데이터와 기준 값을 벗어난 데이터의 개수를 센다 통과/실패 기준 값에 

서 벗어난 데이터 즉， 기준 밖의 데이터 개수를 xè\- 하연 기준 값올 벗어날 

데이터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고， 여기서의 데이터는 일반적으 

로 이 항분포(Binomia])를 따른다고 가정 한다 

P= 죠 
η 

데이터의 개수 η이 100개 이상이라면 이 확률 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예측의 신뢰구간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계산방법 

은 다음과 같다 

Pu 융 +Za[(i)(웅)(1- (풍)) ]112 

z。 = 요구된 신뢰수준 a와 관련된 정규분포의 표준화 값 

최대확률(maximum probability) P u는 요구된 신뢰수준이 a일 때 통과/실패 

기준 밖에 데이터가 존재할 확률 값이므로 최소확률(minimum probability) 

l - P，는 요구된 신뢰수준이 a일 때 통과/실패 기준 내에 데이터가 존재할 

확률 값이다‘ 따라서 처음에 임의로 선정한 통과/실패 기준은 ( PUI a) 수준 

의 허용구간(Tolerance Limit)이라 말할 수 있으며， 신뢰수준 a가 0.95이고 

η이 100 이상일 때 X에 따른 Pu의 변화는 아래의 표 3-10과 같다 

- 25 -



[표 3-10) n> 100 일 때 x 에 따른 P“ 값 

~ 2 3 4 5 
100 0.9526 0.9:않ì6 0.9216 0.9073 
101 O 잊i30 0.9372 O 없24 o.잊l82 

102 o.잊i35 0.9378 0.9231 o.앉)91 

103 o.잊i39 0.9:잃4 o.잃39 0.9100 
l여 0.9544 0.9390 O 없46 0.9108 
105 0.9548 0‘9396 0‘9253 0.9116 
106 0.9552 0.9401 o.없60 0.9125 
107 O앉됐 0.9407 o.없67 0.9133 
108 o.앉ì61 0.9412 0.9273 0.9141 
109 o.앉었5 0.9418 0.9280 0.9149 
110 O 잊i68 0.9423 0.9287 0.9156 
111 0.9572 0.9428 O 없93 0.9164 
112 0.9576 0.9433 o.없99 0.9171 
113 O앉뻐 0.9438 0.9305 0.9178 
114 O 앉꼈4 0.9443 0 영11 0.9185 
115 O 앉5i57 0.9448 o.였17 0.9192 
116 0.9591 0.9453 0.9323 0.9199 
117 0‘9594 0.9457 0.9329 0.9206 
118 0.9598 0.9462 0.9앓4 0.9213 
119 O 잊501 0.9466 0.9340 0.9219 
120 o.앉ì04 0.9471 0.9345 0.9226 
121 o.앉ì08 0.9475 O었51 0.9232 
122 0.9611 0.9479 0.9356 0.9정8 

123 0.9614 0.9483 0.9361 0.9찌4 

124 0.9617 0.9488 0.9366 0.9251 
125 0.9620 0.9492 O 잃71 0.9256 
126 0.9623 O없96 0‘9376 0.9262 
127 0.9626 0.9500 o.였81 0.9268 
128 0.9629 0.9504 0.9386 0.9274 
129 0.9632 o.앉507 O 없91 0.9279 
130 0.9635 0.9511 0.9395 0.9285 
131 0.9637 0.9515 0.9400 0.9290 
132 O잃40 0.9518 0.9405 0‘9296 
133 0.9643 0.9522 0.9409 0.9301 
134 0.9645 0.9526 0.9413 0.9306 
135 0.9648 0.9529 0.9418 0.9311 
136 o.앉351 0.9533 O 없22 0.9316 
137 o.앉l53 0.9536 0.9426 0.9321 
138 0.9666 0.9539 0.9430 0.9326 
139 0.9658 0.9543 0.9434 0.9331 
140 0.9661 0.9546 0.9438 0.9잃5 

141 o.앉ì63 0.9549 0.9442 0.9340 
142 0.9665 0.9552 0.9446 0.9345 
143 O 앉i68 0‘9555 0‘9450 0.9349 
144 0.9670 0‘잃58 0.9454 0.9354 
145 0.9672 O 앉)61 0.9458 0.9.않ï8 

146 0.9674 O 앉옳4 O없61 0.9363 
147 0.9677 0.9567 O없65 0.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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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절차 
단계 1: 표본 데이터를 순위 정렬한다 예를 들어， (0.10% , 0.11% , 0.12% , 

o.æ% .. .l 퉁의 데이터가 있다연 이것을 큰 것부터 차례대로 순위 정 

렬했을 때 (0.12%, 0.11%, 0.10% , o.æ%…) 의 순서로 정렬된다 

단계 2‘ 표 3-10이나 신뢰구간의 확률 값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 표본수 η에 

따라 95/95 허용구간 내에 들어오는 기준 밖의 데이터 x를 결정한 

다， 예를 들어 ， n= 124이변 95/95 허용구간 내에 들어오는 기준 

밖의 데이터는 x=2이고， n= 135이면 x=3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단계 3: η과 x가 결정되면 순위 정렬된 표본 데이터에서 x 번째로 높은 표 

본 데이터 값이 통과/실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124개의 데이 

터가 단계 1에서의 예와 같이 순위 정렬되어 있다면 상위 2번째에 

해당하는 0.11% 값을 95/95 신뢰도를 갖는 통과/실패 기준 값이라 

할 수 있다 

3. 순서통계량에 의한 최대 드라프트 예상 

정규성 검정에서 탈락하고 표본의 수가 10< n<lOO인 데이터들은 순서통 

계량(order statisticsl을 이용하여 최대 드리프트 예상치를 구할 수 있는데 

적용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허용구간(tolerance intervalsl에 대하여 먼 

저 설명하도록 한다 

모집단의 분융 β에 대한 확률수준 y의 허용한계 (tolerance limitsl는 βx) 

가 엄의의 연속분포항수라 할 때 

꺼 J,’‘j(x)dx2. s} = r, 

의 정의에 의해 결정되 며， 순서통계량 κ와 Y k (j<kl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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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 흉-i( ? )B’(l _ß)n - . 

위 의 식 올 확률수준(probability leve]) rl 대 하여 정 리 하연 

Y= 1- l후-1( ? )g(1-w- ’ 이 
첫 번째 표본과 마지막 표본 촉， j=1 , k=n율 이용하면 다옴과 같옹 식을 

얻을 수 있다. 

r =1- 흉-l( ? )8I(l-w-, 

=1- 효~1( ~ )βÚ_ß)n-i 

=1-( 감1)ßn - 1 (l- 에 1_( ~ )ß"(l -ß)O 
=1-nβ"-1(1- ß)- β” 

이와 같이 표본수 η이 주어지고 표본을 순서화 했을 때 첫 번째 표본과 마 

지막 표본 내의 구간은 모집단의 분융 8에 대한 확률수준 7의 허용구간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다옴의 그립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istnbution-Free Toleranc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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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되 모집단의 분융에 대한 확률수준의 허용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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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절차 
단계 1 : 표본 데이터를 차례대로 순서화한다. 

단계 2 : 첫 번째 표본 X)올 하한(Jower bound) 1에 할당하고 마지 막 표본 

X.올 상한(upper bound) u에 할당한다. 

단계 3: 모집단 분율 8와 확률수준 r를 결정한다. 예를 틀연， 모집단 분 

융 8를 0.95, 0.9, 0.85, 0.8로 정 하고 각각에 해 당하는 확률수준 7 

를 계산한다. 

3단계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구간 (1, u) 사이에 모집단의 lOOß"/o가 

위치할 확률이 y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제 데이터가 정규성올 만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표본 데이터를 순위 

정렬하면 첫 번째 데이터 -0.0370과 마지막 데이터 0.0550올 각각 하한 l과 

상한 u에 할당할 수 있고， 모집단 분율 β에 따라 계산된 확률수준 Y는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3-11) 예제 데이터에 대한 모집단 분융과 확률수준 

확률 ( lOOß"/o) 신뢰수준 ( r ) 
95% 0.5871 
90% 0.9124 
85% 0.9861 
80% 0.9982 

- 29 -



채 5 절 추세 (Trend) 분석 

드리프트 분석에 있어서 추세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지 

설정치， 혹온 드리프트 값에 추세가 나타난다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한계률 벗어날 가능성올 시사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붙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판리상태(정상상태 또는 안정상태)에 있다고 판 

정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출력값의 배열에 아무런 경향이나 주기성이 나타 

나지 않아야 한다. 즉， 관리상태의 전제조건은 시간에 대한 독립성， 혹온 무 

작위성이라 할 수 있다. 

추세분석에서는 회귀분석과 통상적으로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 검 

정통계량인 Mann 통계량과 지수 순차합(exponentiaJ ordered scores) 통계량 

이 대표적이다 

1. 회귀분석 

회귀분석이란(regression analysis)이란 변수틀간의 함수적인 판련성올 규 

명하기 위하여 어떤 수학적 모형을 가정하고， 이 모형을 측정된 변수들의 자 

료로부터 추정하는 홍계적 분석방볍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 추정된 모형을 

사용하여 필요한 예측올 하거나 관심 있는 통계적 추정과 검정융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라고 하고，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률 독립변수(jndependent 

varia비e) 또는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라고 한다 즉， 회귀분석이란 

자료를 매개체로 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함수관계를 통계적으로 찾 

아보는 분석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값은 독립변수 X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부분 

j(x)와 미지의 오차 E의 합으로 나타내고， 오차항 E은 측정될 수 없는 확 

률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 x에 대용하는 종속변수의 측정 

값 y는 Y= j( X)+é , é은 확률변수로 정의된 확률변수 Y의 판측값이다 

특히 ， j( X)가 x의 일차합수라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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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미지) Y=a+ ßX+ê ( a. 

Xl. 

X.에서 종속변수를 독립적으로 관측한다연 다음과 같은 단순선형회귀모 

형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을 가정 할 수 있다. 

정해진 값 이와 같은 가정 아래， 독립변수의 있다. 와 같이 나타낼 수 

Yi=a+ßxi+êi (i= 1. 2 •.... η) 

a2은 미지 

인 모수이다. 

단순선형회귀모형을 간단히 단순회귀모형이라고도 하며， 이 모형에서 

a a. êi- N(O. a2) 이고， El,' •• ，단은 서로 독립이며 여기에서 

E( Yi)=a+ β"i 

Y1 ••••• Y.의 관 

E( 1')= a+ βX 를 추 y} , ' ."Yn올 사용하여 X에 

정하는 것이 단순회귀분석의 일차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Xl' . .. ， X n에서 

기대값 Y의 

B가 미지이므로 

따른 

a와 로 됩올 알 수 있고， 

측값 

B를 추정할 때， 오차의 제곱합 

ss= 힐라= 절(Yi- a- ßxi)2 

a와 미지의 모수 

때 이 최소가 되도록 a와 B를 추정하는 방법을 최소제곱법이라 하고， 이 

얻어지는 추정량은 최소제곱추정량Oeast sQuares es다mator)이라 한다-

「
”

v” 

-
-
치
 

-
써
 -
“
선
 

ι
 -
”
g
민
 

'Ø=혼책= 
나 (.,.) 

a=;-값 

y= â+ -SX 로 추정하고， 이를 최소제곱회귀직선 

Oeast sQuares regression line)이 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제 데이터들이 정규성을 만족할 때에만 회해분석올 이용 

E( η =a+ βX 를 때， 。l

x와 종속변 

Y로 정의한다 또한， 관측시간을 월 단위로 표준화하기 위하여 현재와 

이전 관측일의 차이를 31로 나누어 누적시킨다 

추세분석을 수행하며， 관측시간과 관측값을 각각 독립변수 하여 

수 

Xi=Xi- l+(i번째 관측일 - (i- l)번째 관측일)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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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예제 데이터에 대한 산정도와 최소제곱회귀직션을 나타내 

며， 특별한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세분석 

006 

00< 

O따 

: 8E애5x - 0.0015 
R' =0.0035 

0 -
κ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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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6 

시간 

[그림 3-6J 예제 데이터에 대한 최소제곱회귀직선 

또한， 회귀직선의 유의성올 검정하고 결정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올 수행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2J 예제 데이터에 대한 분산분석 (회귀직선)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F 
3 35E-05 I 1 I 3.35E-05 I 0.13171 
9 40E-03 I 37 I 2.당E-04 
9.43E-03 I 38 

0.0035 

이 경우 결정계수 값은 0.0035로써 회귀식이 적합하지 않고， 분산분석표에 

서 F-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p-값이 0.71873이므로 “회귀식의 의미가 없다n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단순회귀모형 Y j = a+ ßxj+ êj ( i= 1. . ..• η) 에서 E( η =a+ßx 의 추 

정량은 l'=â+꿇 로 되고 a+짧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â+:&의 기대값은 

E(â+ :&) = E(â) + xE(찌 =a+ß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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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â+ 7Jx는 E( η =a+ßx의 불편추정량이다. 그리고 Cov{강， 71) =。

이므로 

Var(Y') = v삐Y+ }J( x-치] = Var(꺼 +(x- x)2Var애) 
• -

= 뜬 +(x- X)Z닐」 
” 니("，) 

이다 또한， â+ 7Jx는 서로 독립이며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Y1, Y2, 

Y.의 일차결합이므로 â+ 7Jx는 정규분포률 따른다. 

위의 성질로부터， 다옴과 같이 E( Y)에 대한 100(1- 이% 신뢰구간을 구 

할수 있다. 

â+ 7Jx 土 t{ n-2 융)([웅 +..l戀]없 

여 기 서 MSE는 잔차명 균제 곱(residual mean square)으로서 강 =MSE는 

a2의 불편추정량이며 다옴과 같옹 방법으로 계산한다， 

MSE= 휠(Yj - l'j)2/(n-2)= 힐(Yj - â- 7Jx j)2/(n-2) 

예제 데이터에 대하여 변수틀간에 단순회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미 

구한 직선회귀식올 사용하여 기대값 R y)의 95% 신뢰구간을 계산하면 

.11'\ nn~"'J ( x-23 .22994)2 
-0.0015+0.α뻐18x :t 2.0261911 0.02564 + \"""'M<;"" .," ... ';;J;"n~1 0.00025 

와 같고， 연속된 x 값을 입력하여 계산된 값을 x-y평연상에 그려놓고 신 

뢰구간들의 상한파 하한올 각각 연결시키면 gη의 95% 신뢰대를 얻을 수 

있다. 

2. Mann 통계량 

Mann 통계량 검정은 데이터들의 쌍 비교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측 데이터 

률 {X j ; i= l, .... η} 라 할 때， 모든 i , j (단 j>i ， j=2 , ...• n; 

i= l, .... n- l)에 대해서 X.>Xj인 경우의 개수를 W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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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힐좋I{Xj > Xj} 뼈 I{ . }는 조건이 만족되면 1, 만족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이다. 

겁정하고자 하는 귀무가셜은 “데이터에 경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셜정하 

고， 귀무가설 하에서 W의 평균과 분산은 다옹과 같다 

E[ 깨 = n(n- 1)/4 , 까 쩨 = n(n- 1)(2n+5) /72 

”악능 표본의 크기가 10 이상일 때에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표본이 충분히 클 때에는 아래의 식에 의해서 표준정 

규분포를 이용한 검 정이 가능하다. 

W'-n(η- I)f4 d 
’、 “ -• N(O , 1) 

I n \ nt n- 1) 

표본의 크기가 η일 때 Mann 통계량 W연 0부터 \2J 즉걷---까지 

의 자연수 값을 갖게 된다 w 값이 작으연 감소하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소추세가 유의하지 않은 반연 ， w 값이 크연 감소추세가 유의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검중 절차는 표본의 크기가 n에 따라 달라진다. 

표 3-14에는 표본의 크기가 작용 경우( n<lO)에 귀무가설(추세가 없다) 

하에서 W의 분포률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이 표를 보면 W의 분포가 기대 

값 잭뚱μ을 중심으로 대칭적 분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η능 10)에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여 W의 분포는 

정규분포로 수렴하며， 표 3-15에는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W의 분포를 

누적확률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표본의 크기가 9일 때에는 귀무 

가설 하에서 5% 백분위수는 9와 10 사이에 위치하고， 95% 백분위수는 25와 

26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5%로 추세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W 

의 값이 25 이하이면 대립가셜 HI ‘감소추세’에 대하여 귀무가셜은 채택되 

고， 26 이상이연 기각된다 

표본의 크기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통계량 W률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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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표준정규분포로부터 계산된 기각치와 비교할 수 있다. 

Z = W듀죄!!i = ----1f - n(n- 1) /4 
" V( ~’ Vη(η- 1)(2η+5)/72 

Reject Ho : if Z > Za 

단 Z。 값은 표준정규분포의 상위 a 값올 의미하며， 

해무가셜 Ho: ’추세 없옴’에 대한 W의 채택역은 

- Z . /2 • ν η(η - 1)(2n+5)!72 + n( η- 1)/4~ W 

w~Z이2 ν η(n- 1)(2n+5)!72 + η(n- 1) /4 이다. 

앞의 예제 데이터에 대해서 추세 검정을 실시했올 때 표본의 크기가 39이 

므로 이것은 정규분포로 근사하고， 유의수준이 5%일 때 귀무가설 Ho : ‘추 

세 없음’ 의 채태역은 290 ~ w~ 451 으로 계산된다 Mann 통계량을 계산 

하기 위하여 쌍대비교를 수행한 결과는 표 3- 13과 같다， 

[표 3- 13] 데이터의 쌍대비교 

데이터 -0.012 0.005 0.003 0.016 - 0.025 0.014 - 0.010 0.008 -0.011 0.014 

w; 4 20 17 32 1 28 9 21 7 24 

데이터 - 0.012 - 0.010 0‘ 011 0.008 - 0.011 - 0.008 0.016 - 0.012 0.007 0.007 

w. 3 7 21 18 6 7 21 3 12 12 

데이터 0.007 -0.α)6 oαl8 - 0.010 - 0.012 0.016 -0.α)6 0.005 - 0.020 0.015 

w. 12 6 11 5 3 12 4 7 1 7 

데이터 0.003 -0.011 - 0.019 0.055 - 0.037 0.010 0.004 0.015 - 0.005 

w; 4 2 1 5 0 2 l 1 0 

위의 표에서 씨= 휠I{Xj쩌 를 의미한다 따라서， 

w= 될 따= 357 로 귀무가성이 채택되어 증가 또는 감소추세가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 검정을 수행해보연 n=39 이므로 W의 명균은 

- 35 -



39(39- 1)/4 = 370.5 이고， 표준연차는 ..; 39(39 -1)(78 + 5) /72 = 41.잃3 

이다 W를 표준화하면 z = (357 - 370. 5)/41.333 = - 0.3266 를 얻올 

수 있고， 표준정규분포에서 이 값은 하위 0.372에 해당하므로 대립가셜 H 1 : 

‘증가추세’에 대하여 귀무가성을 기각할 때의 p-값은 37.2%에 해당한다. 이 

는 통상적인 유의수준 5%, 혹은 10%의 기각치인 2.5%, 5% 보다 크므로 귀 

무가셜올 기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뚜렷한 추세가 없옴”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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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추세 검정통계량의 분포 (도수) 

많풋: 3 4 5 6 7 8 9 

0 1 l 1 l l 1 1 
1 2 3 4 5 6 7 8 
2 2 5 9 14 20 27 35 
3 l 6 15 29 49 76 111 
4 0 5 20 49 98 174 잃5 

5 0 3 22 71 169 343 628 
6 0 l 20 % 259 602 1230 
7 0 0 15 101 359 961 2191 
8 0 0 9 101 455 1415 3606 
9 0 0 4 90 531 1940 또45 

10 0 0 l 71 573 2493 8031 
11 0 0 0 49 573 3017 11021 
12 0 0 0 29 531 3450 14395 
13 0 0 0 14 455 3736 17957 
14 0 0 0 5 359 3836 21450 
15 0 0 0 1 259 3736 24584 
16 0 0 0 0 169 엉50 27073 
17 0 0 0 0 98 3017 28675 
18 0 0 0 0 49 2493 29228 
19 0 0 0 0 20 1940 잃675 

20 0 0 0 0 6 1415 27073 
21 0 0 0 0 1 961 24잃4 

22 0 0 0 0 0 602 21450 
23 0 0 0 0 0 343 17957 
24 0 0 0 0 0 174 14395 
25 0 0 0 0 0 76 11021 
26 0 0 0 0 0 27 8031 
27 0 0 0 0 0 7 5545 
28 0 0 0 0 0 l 3α16 

29 0 0 0 0 0 0 2191 
30 0 0 0 0 0 0 1230 
31 0 0 0 0 0 0 628 
32 0 0 0 0 0 0 잃5 

33 0 0 0 0 0 0 111 
34 0 0 0 0 0 0 35 
35 0 0 0 0 0 0 8 
36 0 0 0 0 0 0 1 
합계 6 24 120 720 Q，여O 40,320 36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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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추세 검 정 홍계 량의 분포 (누적 확훌) 

3 4 5 6 7 8 9 
0 0.1667 0.0417 o.α)83 0.0014 1.9E-03 2.4E-05 2.8E-06 
l 0.5000 0.1667 0.0417 0.0083 0.0014 1.9E-03 2.4E-05 
2 o.없33 0.3750 0.1167 0.0278 oαl54 8.0E-띠 1.2E-여 

3 1.α)OQ 0.6앙j() 0.2417 0 야>81 0.0151 0.0028 4.0E-여 

4 lα)OQ O.잃33 0.4083 0.1361 0.0345 0.0071 0.0012 
5 1.α)OQ 0.9않3 0.5917 0장47 oα581 0.0158 0.0029 
6 1.α)()() 1.α)OQ 0.7잃3 0.3597 0.1194 0.0305 O.αl63 
7 lα)()() 1.α)OQ O.없33 0.5000 0.1907 0.0543 0.0123 
8 1.α)OQ 1.α)OQ 0‘앉끓3 0.6403 0.2810 0.0894 0.0223 
9 1 아)OQ 1.0000 0.9917 0.7653 O.잃63 0.1375 0.0376 
10 1α)OQ 1α)OQ 1.α)OQ 0.8639 0.5αm 0.1994 0.0597 
11 1.α)OQ 1.α)OQ lα)OQ 0.9319 0.6137 0.2742 0.0901 
12 1α)OQ 1.이)OQ 1α)OQ 0.9722 0.7190 0.3598 0.1298 
13 lα)OQ 1α)()() 1.0000 0.9917 0.8093 0.4524 0.1792 
14 1.α)OQ 1α)OQ 1.α)OQ 0.9986 0.8806 O잉76 O.잃84 

15 1.α)()() 1.α)OQ 1.αlOO 1α)()() 0.9320 0.6402 0.3061 
16 1.α)OQ 1.αlOO 1.α)OQ 1.α)OQ 0.9655 0.7정8 O.잃07 
17 1α)OQ 1.αlOO 1.α)OQ lα뻐〕 0.9849 0.8006 0.4597 
18 1α)OQ LαlOO l ‘α)OQ lα)OQ 0.9946 0.8625 0.5403 
19 1α)OQ 1.α)OQ 1α)OQ 1.α)OQ 0.9986 0.9106 0.6193 
20 lα)OQ 1.α)OQ 1.0000 1.0000 0.9998 0.9459 0‘6939 
21 1α)OQ 1α)OQ 1.0000 lα)OQ 1.0000 0.9695 0.7616 
22 1.α)OQ 1.α)OQ 1.0000 1.0000 lα)OQ 0.9844 0.8208 
23 lα)OQ 1α)OQ 1.α)OQ 1α)OQ 1α)()() 0.9929 0.8702 
24 1.α)OQ 1.이)OQ 1α)OQ lα)()() 1.α)OQ 0.9972 0.9099 
25 1α뻐] 1α)OQ 1.α)OQ 1.α)()() 1.α)OQ O 앉웠l 0‘없03 
26 1.0000 1.α)OQ 1α)()() lα)OQ 1.α)OQ O.앉웠8 0.9624 
27 1.α)OQ 1.α)OQ 1α)OQ 1α)OQ 1.0000 0.9!:웠9 0‘97η 
28 lα)OQ 1.α)OQ 1.α)OQ lα)OQ 1.0000 lα)OQ 0.9876 
29 1.0000 lα)OQ 1.α)OQ 1.0000 1.0000 1.0000 0.9937 
30 1.0000 1αlOO lα)OQ 1.0000 1.0000 1.0000 0.9971 
31 1.α)OQ 1.α)OQ 1.α)OQ 1.0000 1.0000 1.0000 0.9988 
32 1.0000 1.0000 1α)OQ 1.0000 1.0000 1.0000 0.9996 
33 lα)OQ 1.0000 1α)OQ 1α)OQ 1.0000 1.0000 0.9999 
34 1.0000 1.0000 1α)OQ 1.0000 lα)OQ 1.0000 0.9999 
35 1.0000 1α)OQ lα)OQ 1.0000 1.0000 1.아뼈 0.9999 
36 1.0000 1.0000 1.0000 1.0000 1α)()() 1.0000 1α)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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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수 순차합 검정 

지수 순차합 검정을 수행할 때 n개의 표본 중 r번째로 큰 관측 데이터 

Xt의 순차합 S r •• 온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Sr .• = l/n+l/(n- l) +l/(η-2)+ ... + l/(n- (r- l)) 

만약 Zj =-(η+ 1)+2i 로 정의하연， 순차합 동계량 S는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 L7 Sκ').' . Zj 

위의 식에서 서z)는 X i 의 순위이며， 이 때 순차합의 명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같다 

El S]=O 

V[ S] = L 각 . (1- _~， . [lf n+1/(n- 1)+1/(n-2)+ ... +1/2]} t .L n-l L .L """"'1 \"" J./' J. f \"" ~/ I I ,J.. 1 L.1 JJ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클 때에는 S 통계량 역시 정규분포에 근사하므로 이 

것도 Mann 통계량의 추세 검정 절차처럽 쉽게 사용할 수 있다. 

S 브.N(O ，l) 
Z 킥 {1-놔τ [l /n+ 1/(n-1)+ 1/(n-2)+ ... + 1/셰 

위의 예제 데이터에 대해 검정을 수행해보면 S의 명균은 0이고， 표준편차 

는 매60. (1-끊늑 3 짧5)= 1싫 4179 이 다 (표 3-16참조). S는 
47 앉%이므로 S를 표준화하면 Z= 47.8906/134.4179 = 0.3563 을 얻올 수 

있다 표준정규분포에서 이 값은 하위 0.3608에 해당하므로 대립가셜 H J 

‘증가추세’에 대하여 귀무가설올 기각할 때의 p -값은 36.08%에 해당한다 

이는 통상적인 유의수준 5%, 혹은 10%의 기각치인 2.5%, 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성을 기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뚜렷한 추세가 없음”으로 결론 내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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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예제 데이터에 대한 지수 순차합 검정 

순번(i) 드리프트 순서 Sκ，)， 11 Z, ~ 
l -0.012 32 1.6607 -38 1444 
2 0.005 18 0.6082 -36 1잃6 

3 0‘ 003 20 0.7058 -34 1156 
4 0.016 3 0.0790 -32 1024 
5 -0.025 38 3.2535 -30 900 
6 0.014 7 0.1앉iO -28 784 
7 -0.010 26 1.0734 -26 676 
8 0.008 12 0.3621 -24 576 
9 -0.011 29 1.3246 -22 484 
10 0.014 8 0.2263 -20 400 
11 -0.012 32 1.6607 -18 324 
12 -0.010 26 1.0734 - 16 256 
13 0.011 9 O.똥86 - 14 196 
14 0.008 12 0.3621 - 12 144 
15 -0.011 29 1.3246 -10 100 
16 -0.008 25 1.0020 -8 64 
17 0.016 2 0‘0520 -6 36 
18 -0.012 32 1.앉i07 - 4 16 
19 0.007 16 0.5193 -2 4 
20 0.007 14 0.4376 0 0 
21 0.007 14 0.4376 2 4 
22 -0 아)6 23 0.8728 4 16 
23 0.008 11 0.3264 6 36 
24 - 0.010 26 1.0734 8 64 
25 -0.012 32 1.6607 10 100 
26 0.016 3 0.0790 12 144 
27 -0.α% 23 O.없28 14 196 
28 0.005 17 0.5627 16 256 
29 -0.020 37 2.7않5 18 324 
30 0.015 5 0.1353 20 400 
31 0.003 20 0.7α)8 22 484 
32 -0.011 31 1.5357 24 576 
33 0.019 36 2.4202 26 676 
34 0.055 1 0.0256 28 784 
35 -0.037 39 4.2535 30 900 
36 0.010 10 0.2919 32 1024 
37 0.004 19 0.6또8 34 1156 
38 0.015 5 0.1353 36 1296 
39 -0.005 22 0.8140 38 1444 
합계 1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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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6 철 관리도(Control Chart)를 통한 관리상태 파악 및 런 

검 정 (Run Test) 

1. 관리도(Control Chart) 

관리도 분석은 프로세스의 불안정한 현상(이상상태)을 파악하고， 특정 시 

정에서 공정의 양태 {behaviorl를 파악한 후 미래 프로세스의 상태를 예측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설정치 드리프트도 하나의 프로세스이므로 관 

리도 기법을 적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농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 

구에서도 이 기법올 사용한다 드리프트 분석에 적합한 관리도는 개별( x) 

관리도이며， 이것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성 검정이 필수적이다. 

관리도는 프로세스의 변동에 대한 특별원인올 발견하는데 사용되며， 통계 

적 공정관리 (SPC) 기법은 프로세스를 관리상태(안정상태)와 이상상태로 구 

분하여 이상상태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추적한다. 관리도는 관리 

대상 데이터와 관리한계선으로 구성되고 다시 관리한계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선 = CL ， 관리하한선 = LCL ， 관리상한선 =UCL 

전형적인 관리한계선은 다음과 같이 관리대상의 기대값을 중심선으로 하고， 

위 · 아래로 표준편차의 3배에 해당하는 폭을 두어 작성한다 즉， 

[LCL. UCL] = [ CL 土 3 0- 1， 단 CL= E1X]. 

그러나， 목적에 따라 20- 관리한계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모두를 병 

행하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는 크게 속성(계수치) 데이터와 변량(계량치) 데이터로 나누어지는 

데 변량{variablel 데이터는 통상적인 측정치를 말하고， 속성 {atσibutel 데이 

터는 불량률， 불량개수， 결접수 둥과 같이 셀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관리 

도는 이에 따라 크게 속성(계수형) 관리도와 변량(계량형) 관리도로 구분되 

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속섯(계수헛 ) 관리도 <Control chart for attribu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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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 -관리도 (불량률 관리도) 

@ ηp-관리도 (불량개수 관리도) 

@ c-관리도 (결정수 관리도) 

@) u -관리도 (단위당 결정수 관리도) 

뱅 킹f( 계 량헛 ) 꽉리 도 Ccontrol ch강t for variablel 

측정하여 관리 

<D x-관리도， R 관리도 

@ 궁-관리도， R -관리도 

@ x-관리도， 이동범위 관리도 

중심위치와 산포를 

관리도에서 한 점이 관리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불안정하다 

는 것을 나타내고， 점들이 관리한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특이한 패턴이나 

추세가 발견된다연 그것은 잠재적 문제점이 존재함올 시사한다- 관리도상에 

는 여러 가지 습성 (patteml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AT&T의 ‘SQC 

Handbook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도 상의 이상(비정상적) 습성이 발생한다 

연 공정이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D 한 점이 어느 한쪽의 3 0" 한계선을 벗어날 때 

@ 연속 3정 중 2점이 2 0" 한계선을 벗어날 때 

한 점이 20" 한계선올 벗어날 확률은 0.0455이고， 연속 2점이 벗어날 

확률은 (0.0455)( 0.0455) = 0.0021이다 또한， 연속 3접 중 2점이 벗 

어날 확률은 3(0.0455)2(1 -0.0455)1 =0.0059 

@ 연속 5점 중 4점이 10" 한계선올 벗어날 때 

한 점이 10"한계를 벗어날 확률은 0.3173이므로， 연속 5점 중 4점이 

10"한계선을 벗어날 확률은 5(0.3173)4(1 -0.3173) 1= 0.0346 이 된다. 

@ 연속 8점이 중심션의 어느 한쪽에만 위치할 때 

(0.5)8= 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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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의 일반적인 개발 절차는 다옴과 같다. 

CD 최소한 20개의 표본을 주기적으로 수집한다 
@ 시료군 별로 타정할 특성치(불량률， 평균 둥)를 계산한다 

@ 임시 중앙선과 관리한계를 계산한다 

@ 관리도를 작성하고 자료를 타정 한다， 

@ 관리상태를 판정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관리상태 : 중앙션과 관리한계 설정 

이상상태 : 특별원인 규명， 이상치 제거 후 재작성 

드라프트 데이터는 계량치이므로 계량형 관리도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관 

리할 수 있다. 계량형 관리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평균값과 범 

위 (x- R) 관리도로서 이것은 계량치의 평균과 산포를 동시에 관리한다. 

x-R 관리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얼한 상황에서 관측된 여러 개의 데 

이터가 있어야 하지만 드리프트 데이터는 한 시점에 하나의 값만 측정되므 

로 개개의 측정값과 이동범위 (x- R ,) 관리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기서 이동범위란 인접한 두 데이터의 차이를 말한다. 

계량치의 분포는 아래와 같이 정규분포로 가정하며 

X-N(μ， 02) ~ E(X)= μ , V(X) =02 

이에 따라서 x 관리도의 관리한계선은 다읍과 같다 

[LCL , UCL] = [CL :!:3 (1 ] =[μ:!: 3 (1] 

x-관리도의 관리한계선은 아래와 같이 추정되고 

[조土 3-:;걷L ] = [;土 2 .66R， ]
d2(2) 

x= Ex,/n , Rs= ZRs/(η- 1) 

R，-관리도의 관리한계선은 다음과 같다. 

[LCL , UCL] = [CL 土 3 (1] = [d2 (2) (1 :1: 3d3(2) (1] 

마찬가지로 R , 관리도의 관리한계선은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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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z (R,/ dz) I 3d3( R,/ d2)] = [(1 土 3d3 / dz) R,] 

= [D3 (2) R,. D4(2) R, ] = [0.3.27 R,] 

예제 데이터에 대하여 이동범위 (x- R ,) 관리도를 나타낸 것은 아래의 그 

립과 같으며. 39개의 점이 모두 3(1 관리한계에 들어와 있으므로 공정이 관 

리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34번째 데이터가 0.0당퍼으로서 관 

리상한인 0.0559와 매우 근접하므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0.08 

0.06 

0 .04 

0.02 

o 
-0 .02 

-0 .04 

-0 .06 

-0 .08 

0 .1 

0.09 

0 .08 

0 .07 

0.06 

0 .05 

0 .04 

0 .03 

0.02 

0 .01 

o 
-q ,..., 0 C"'J <0 o'l r‘ “, ., “ 。'"

" ι cη rη '"' 

---욕정치 
--핀리상한 

중심션 

[그립 3-7) 예제 데이터에 대한 이동범위 (x- R,) 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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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런 검 정 (Run Test) 

어떤 프로세스를 관리상태(정상상태 또는 안정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 

해서는 다옴의 두 가지 조건올 만족해야 한다， 

@ 정이 관리한계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 점의 배열에 아무런 습성(경향)이 없다. 

배열의 습성에는 다옴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런의 길이가 긴 것이 나타나거나 중심선의 한쪽에 점이 많이 나타난 

다. 

@ 경향이나 주기성이 나타난다. 

@ 관리한계선에 접근한 점이 여러 개 나타난다. 

@ 특수한 상태가 나타난다. 

관리도에서 런(run)이란 통일한 종류에 속하는 연속된 정틀을 말한다 예 

를 들어 관리도 상의 정들을 중심선 위쪽과 아래쪽의 정들로 구분할 때 중 

심선 위쪽에서 연속되는 정들은 중심선 위쪽 런이라 하고， 아래쪽에서 연속 

되는 점들은 중심선 아래쪽 런이라 한다 또한 연속 증가하는 정들을 상숭 

련이라 하고 감소하는 점들은 하강 런이라 하는데 상숭 또는 하강 런을 정 

의할 때 중가 또는 감소하는 일련의 점들 중 시작점은 련에서 제외된다 

너무 긴 련이 나타나거나 짧은 런만 나타나는 것은 이상상태로서 전자는 

런의 수가 적은 경우이고， 후자는 런의 수가 많은 경우이다. 즉， 정의 배열 

에 습성이 없다는 것은 중심션을 기준으로 정들이 랜텀하게 배열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 배열이 랜럽한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랜 

텀성 (randomness)의 검정이 있으며， 이것은 련의 길이에 관한 검정과 런의 

수에 관한 검정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가지의 검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런의 길이에 관한 겁정 

은 다옴과 같다 예를 들어 k개의 점이 있을 때 중심션을 기준으로 점들올 

2둥분하여 런을 구분할 경우에 데이터가 핸텀하게 나열되어 있다고 보기 위 

해서는 가장 긴 런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어서는 안 된다. 즉， 최장 런의 

- 45 -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연 점틀이 랜덤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 3-17은 k개의 점이 있을 때 어떤 길이 이상 또는 이하의 련이 나 

올 확률이 양쪽 1% 및 5% 이하가 되도록 런의 길이에 대하여 판정기준올 

제시한 것이다. 이 표톨 사용하여 련의 길이에 대한 랜럽성의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는데， 만약 주어진 k개의 점에 대하여 최장 런의 길이가 하한 이하 

이거나 상한 이상이연 핸럽하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8의 경우에는 최장 런의 길이가 3이고 정의 총수는 39이다. 표 

3-17에서 유의수준 1%로 랜텀성 검정올 수행했을 때 정들이 랜텀하게 배치 

되어 있다고 판단할 구간은 [2, 11]이고， 최장 런의 길이가 이 구간 안에 포 

함되므로 본 예제에서는 점들의 형태가 랜덤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런의 수에 대한 검정방법을 살펴보면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련 

의 수에 의한 검정에서는 관리도상의 점들을 두 종류의 런으로 구분한다. 

표 3-18과 표 3-19는 점들이 완전히 핸럽하게 움직일 때(정상적으로 웅직일 

때) 두 종류의 련의 수의 합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즉， 두 총류로 

분류된 점들의 런의 수의 합이 표에 주어진 값보다 작을 확률이 0.05 또는 

0.005가 되도록 표가 구성되어 있다. 이 표률 이용하여 런 검정을 하기 위 

해서는， 분류된 두 총류의 런을 구성하는 점들의 수를 각각 알아야 하는데 

개수가 작은 쪽의 점의 수를 r, 많은 쪽의 정의 수를 S라고 둔다 표 3-18 

또는 표 3-19에서 r파 S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고， 런의 총수가 이 숫자보다 

같거나 작으연 해당 유의수준에서 정들의 형태가 랜덤하지 않다(비정상적이 

다)고 판정 한다 또한 r과 s가 20보다 큰 경 우는 근사적 으로 표 3-20을 이 

용하면 된다 

그립 3-8에서는 r= 18, s= 21 이고， 런의 총 수는 277H 이다. 유의수준 

5%에서 핸덤성올 검정하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표 3-20을 적용하면 167H 이 

상의 런이 발생했을 때 점들의 형태가 랜럽하다(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예제에서는 27개의 런이 발생했으므로 점들의 형태가 핸텀하다고 

판단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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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 위쪽런 중심선 아래쪽런 
길이 l인 런 8 10 
길이 2인 런 2 4 
길이 3인 런 3 0 
합계 13 14 

006 

004 

002 

o 

-002 

• )04 

-006 

[그립 3-8] 중심선올 기준으로 한 런 (run) 

아래의 그립에 표시된 부분은 런을 상숭/하강런으로 구분했올 때 각각 상 

숭런과 하강런의 한 예를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속 중가하는 점 

들을 상숭런이라 하고， 감소하는 점들을 하강런이라 하며， 상숭 또는 하강런 

은 중가 또는 감소하는 일련의 점들 중 시작점은 련에서 제외된다 

0 .06 

0.04 

0.02 

o 

-0 .02 • • 

-0 .04 

-0 .06 

[그림 3-9] 상숭/하강올 기준으로 한 런(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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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최장 런의 길이에 관한 판정기준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점의 총수 

하한 상한 하한 상한 

10 1 
12 l 6 l 

14 1 7 l 7 

16 1 7 1 8 
18 1 7 1 8 
20 l 8 l 9 
22 l 8 1 9 
g 2 8 1 9 
26 2 8 1 10 
28 2 9 1 10 
30 2 9 1 10 
32 2 9 2 10 
34 2 9 2 11 
36 2 9 2 11 
38 2 9 2 11 
40 2 10 2 11 
42 2 10 2 11 
44 2 10 2 11 
46 2 10 2 11 
48 2 10 2 12 
50 2 10 2 12 
52 2 10 2 12 
54 3 10 2 12 
56 3 10 2 12 
58 3 10 2 12 
60 3 10 2 12 

- 48 -



[표 3-18] 런 검정표 (r-;; s:5: 20) a=O.OO5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0 

4 0 0 

5 0 0 0 

6 0 0 2 2 

7 0 0 2 2 3 

8 0 2 2 3 3 3 

9 0 2 2 3 3 3 4 

10 0 2 3 3 3 4 4 5 

11 0 2 3 3 4 4 5 5 5 

12 2 2 3 3 4 4 5 5 6 6 

13 2 2 3 3 4 5 5 5 6 6 7 

14 2 2 3 4 4 5 5 6 6 7 7 7 

15 2 3 3 4 4 5 6 6 7 7 7 8 8 

16 2 3 3 4 5 5 6 6 7 7 8 8 9 9 

17 2 3 3 4 5 5 6 6 7 7 8 8 9 9 10 

18 2 3 4 4 5 6 6 7 7 8 8 9 9 10 10 11 

19 2 3 4 4 5 6 6 7 8 8 9 9 10 10 10 11 11 

20 2 3 4 4 5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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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런 검정표 (~s~20) a= 0.05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0 

4 0 2 

5 2 2 3 

6 2 3 3 3 

7 2 3 3 4 4 

8 2 3 3 4 4 5 

9 2 3 4 4 5 5 6 

10 2 3 4 5 5 6 6 6 

11 3 3 4 5 5 6 6 7 7 

12 3 4 4 5 6 6 7 7 8 8 

13 3 4 4 5 6 7 7 8 8 9 9 

14 3 4 5 5 6 7 7 8 8 9 9 10 

15 3 4 5 6 6 7 8 8 9 9 10 10 11 

16 3 4 5 6 6 7 8 8 9 10 10 11 11 11 

17 3 4 5 6 7 7 8 9 9 10 10 11 11 12 12 

18 3 4 5 6 7 8 8 9 10 10 11 11 12 12 13 13 

19 3 4 5 6 7 8 8 9 10 10 11 12 12 13 13 14 14 

20 3 4 5 6 7 8 9 9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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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런 검정표 (r= s:<o: 21) 

주어진 숫자보다 주어진 숫자보다 

r = s 작거나 같을 확률 r = s 작거나 같을 확률 

O.αl5 0.05 0.005 0.05 
21 13 16 46 34 38 
22 14 17 47 35 39 
23 14 17 48 35 40 
24 15 18 49 36 41 
25 16 19 50 37 42 
26 17 20 51 38 43 
27 18 21 52 39 44 
28 18 22 53 40 45 

29 19 23 54 41 45 
30 20 24 55 42 46 
31 21 25 56 42 47 
32 22 25 57 42 48 
33 23 26 58 44 49 
34 23 27 59 45 50 

35 24 28 60 46 51 
36 25 29 
37 26 30 65 50 56 

38 27 31 70 55 60 

39 28 32 75 59 65 

40 29 33 80 64 70 
41 29 34 85 68 74 
42 30 35 90 73 79 
43 31 35 95 77 84 

44 32 36 100 82 88 

45 3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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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7 철 공정능력 (Process Capability) 분석 

본 연구의 이전 절차에서는 어떠한 점들의 관리한계선 이탈유무를 살펴보 

았고， 또한 배열의 습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세분석과 런(Run) 검정올 수행 

하였다， 그러나 관리도는 프로세스의 판리상태 여부만올 알려줄 뿐， 규격에 

대한 프로세스의 강건성 (robustness)은 보여 줄 수 없다는 단정이 있다 따 

라서 프로세스의 장기적 능력올 나타낼 수 있는 공정능력지수 Cp 이외에 

다양하게 진화된 각종 놓력지수를 구하여 공정능력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1. 제 1 세 대 PCI Cp 

공정능력 지수의 개념은 Juran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아래와 같이 

자연공차 혹은 제품특성치의 변이 (variability)에 대한 규격공차(허용차)의 비 

율로 정의된다 

C.= -.l파二심L _ JL 
P 6<1 3<1 , 

단， [LSL , USL] = [규격하한， 규격상한1 ， 

d = (USL- LSL) /2 : 규격공차 

지수 Cp는 공정의 산포(spread)에만 의존하며 공정평균의 이탈도는 고려 

하지 않으므로， 주로 공정 잠재력 (potenti혀)의 척도로서 이용된다. 공정평균 

μ가 규격의 중앙값과 일치한다고 할 때， 한 제품이 규격 범위 밖의 특성치 

를 가질 확률(불량률)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Rα = 2Ø(-잭뚫파ι)=2φ(-3C)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평균이 규격중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연 

위의 식에 비하여 불량률이 중가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올 수 있다 

P( D) 능 2Ø( -3Cp) 

따라서， 지수 Cρ는 한 공정이 가질 수 있는 최소의 불량률을 정의하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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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수 있다 

한연， 지수 Cρ는 규격중심으로부터 공정평균의 이탈도를 고려하지 않으므 

로 공정산포만 동일하다연 값이 변하지 않는 반면， 공정평균이 규격의 중심 

에서 멀어질수록 불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불량률에 일치 

하지 않는 지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 제 2 세 대 PCI Cρ* 

앞에서 살펴본 지수 Cp의 단정에 착안하여 Kane[9]은 공정평균의 이탈도 

를 반영하기 위한 지수 Cþ/r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는 지수 Cp가 공 

정의 잠재적 성능만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보고， 지수 Cþ/r를 

통하여 공정의 성놓을 형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þ/r = min (C pu. C PL). 

r' 잭L二요 r' _-'i二LSL
여기서 '-'PU- 30" ’ ‘'PL - 3。 이며， 

Cþ/r와 Cp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þ/r= (1- k)Cp 

’ 21 M-u 1 
단， κ-τJSL二τ효 규격에 대한 공정평균의 상대적 이탈도 

M= (LSL+ USL)/2 : 규격중심 

즉， 지수 C짜는 공정명균의 이탈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표 

준연차 0가 일정하다연 지수 Cρ*는 μ =M힐 때 최대값올 가지며， 이 때 

Cþ/r = Cp이다. 또한， 공정평균 μ가 규격한계에 가까워질수록 Cþ/r 값은 감 

소하다가 규격한계를 벗어나연 음수가 되므로 이 때는 값을 0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C야는 불량률올 결정하지 못하고 불량률의 상한만을 결정한다- 즉， 

어떤 공정에서도 불량률 P( D)는 2<Þ( - 3Cþ/r)를 초과하지 못함을 아래의 식 

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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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1-(/)(3CpuH Ø( -3CPL)~2(/)( -3Cj.W) 

3. 재 2 세대 PCI Cpm 

지수 Cj.W와 더불어 고려할만한 제 2 세대 PCI로는 Cpm이 있다. 지수 

Cpm은 공정평균의 이동을 직접 반영하지 않고， 표준현차 대신 평균제곱오차 

를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동을 반영한다. Hsiang and Taguchi[lOl, 

Chan, Cheng, and Spiring[l1]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지수 Cpm올 제안하였다. 

C [jSL- LSL = [ JSL-LSL -
pm - 61 E[ (X- M) 21 6"; 02 + (μ _ M) 2 

= Cp/"; 1+ (μ - M) 2/ 02= d/3a" 

여기서 ， 0"2 = 02 + (μ _ M) 2. 

위의 식을 살펴보면 지수 Cpm은 공정불량률보다는 손실함수Ooss functionl 

와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l 세대 지수 Cp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a‘ /a=";l+(μ - M) 2/o2 2 1. 0이므로， Cpm~ Cρ 이다， 

지수 C야는 구간 (LSL. USL)에 포함되는 임의의 μ 에 대하여 0가 0 

으로 접근할수록 무한히 중가하지만， 지수 Cpm은 μ추M인 한 유한한 값올 

갖는다. 즉， Cpm~(USι -LSL)/(61 μ -MI) 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지수 Cρm은 공정평균의 이탈도를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지수 Cpm 단독으로는 공정평균의 이탈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고， 지수 Cp 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4. 제 3 써 대 PCI Cfm야 

지금까지 살펴본 공정능력 지수는 제 2 세대 PCI로 분류되어지고， 다음의 

공정능력 지수 CPmk는 제 3 세대 공정능력 지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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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in (USL - /.t. /.t - LSL) 
짜 3d‘ 

이 공정능력 지수는 기존의 Cpk 지수에다가 목표치에 대한 민감성을 확보 

하여 공정평균의 이동을 보다 민감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앞의 

식들올 비교해 보연 Cpo싸~ Cpm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11' 능 0이므로 

Cpmlr~ Cpk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지수는 불량률과 로스(]oss)를 모 

두 고려하도록 개발된 것이지만 역시 불량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Chan, Cheng, and Spiring[ll]은 목표치 T가 규격 중심 M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Cpm을 변환하였다 

'" min(USL- T. T- LSL) 
pm 311' 

5. 통합된 (unified) 공정능력 지수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공정능력 지수들 상호간의 관계를 이용하연 이 

지수들을 가중함수를 갖는 하나의 공정능력 지수로 통합할 수 있다[12] 

하나로 통합된 공정능력 지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a며， 

C = U'SL-LSL 
pw 6"; ~+ w(μ- η2 

여기서 w는 가중합수를 표현한다 이 가중함수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합수 값에 따라 통합된 공정능력 지수가 각각의 공정능력 지수로 

변환될 수 있다 즉， w=O이연 이것은 손실함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Cpω는 Cp의 값을 나타내고 1ν=1이연 Cpw는 Cpm의 값올 갖는다 그 외 

의 공정능력 지수로의 변환은 간단하지 않지만， 이탈도 p와 k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함수를 정의하면 Cpω는 Cρk의 값올 갖는다‘ 

I [k( 2-k)]/[ (l -k)2p2] ; O<k<l 
ω-

\ 0 elsewhere 

위의 가중함수를 P와 Cp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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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I [6Cp - p]/[ (3Cp- p)2 p] 
ω=1 

\ Ü 

ü<P/3< Cρ 

elsewhere 

또한， 통합지수 Cþw는 다옴과 같이 제 3 세대 지수 Cpmk로도 변환될 수 

있다. a= μ -M으로 정의하연， 

] 2 ·P , ‘ ) l o , a ( 
까
 

2 * 
ν
 

‘ / ‘ , a + 2 L 
U 

L 
U 

’ a q 

ι
 

/ 
l 
、

n U 

I 
i 
l l -----‘ --” w 

ü<p 

elsewhere 

6. 불량률과 일치하는 공정능력 지수 Cρd 

기존의 공정농력 지수는 공정 불량률에 대해 불일치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량률에 일관된 값올 갖는 새로운 공정능력 지수 CtxI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지수를 제안하기 위해 착안한 점은 제 1 세대 지수 

Cp가 μ =M인 경우에는 불량률과 일치하는 특성올 갖는다는 점이다. 

먼저 제품 특성치가 μ (J를 모수로 갖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에는 공정의 

중심이 M이면서 불량률이 현 공정과 같아지는 %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 

서 평균이 μ 이고 표준편차가 (J~ 공정과 평균이 μ’ =M 이고 표준연차가 

(Jp 인 공정이 같은 능력을 갖는 공정이라 명가한다연， 이는 불량률을 기준으 

로 하는 공정놓력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것올 가장 기본적인 공정능력 

지수 Cp에 적용시킬 수 있다 즉， 

Rα = ø(팩함~)+[I-Ø(잭한~)]=2Ø(잭담M) 

를 만족하는 (Jp는 다음과 같다 

L SL-M 

(Jp= ø- 1 [{ø(작송요) + 1- ø(파두요)}/2] = LSL-M 
φ-1[ P(α/2] 

위에서 M을 중심으로 불량률이 같도록 분포를 변환하였으므로 이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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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Cþd률 다옴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μ = USL二LSL Ø-lU~D)/21 
þd - 6C1

p 
= 3 

그립 3- 10을 보면 N(M.~)를 따르는 공정의 불량률과 N(μ. if-)를 따르 

는 공정의 불량률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격이 [-3.3]인 공정의 

분포가 그림 3-10의 오른쪽 확률밀도함수와 같이 N( 1. 5.1 2 )이라고 할 때， 

이 공정의 불량률은 Ø( -4.5) +}- Ø(1 .5) 늑 0.0668 이므로 이와 동얼한 

불량률올 가지면서 공정평균이 규격중심 M=O과 일치하는 분포률 구하연 

그림 3-10의 왼쪽 확률밀도함수와 같이 N(O. 1. 6367 2 )올 얻을 수 있다. 따 

라서 • Cp =[3-(-3)]/(6*1)=1.0 이지만， 불량률과 일치하는 지수 

Cþd는 [3 -(-3)] /(6* 1. 6367) 늑 0.6110 에 불과하다 

즉， 규격중심 M으로부터 공정명균의 이탈도와 공정 표준연차의 크기를 

불량률올 기준으로 조합하여 공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a 

LSI. ""-
0. 0 

힌톰딛 톨 

-6 0 -ao ιo 3. 0 60 

[그립 3-10] 동일한 불량률을 갖는 C1p의 계산 

예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공정능력지수에 따른 공정능 

력의 판정기준을 표 3-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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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공정능력의 판정기준 

공정능력의 범위 공정놓력의 퉁급 

C ~ 1.33 A급 

1.33 > C ~ 1 B급 

1 > C 능 0.67 C급 

0.67 > C D급 

위의 표에서 퉁급 A는 공정상태가 매우 양호하므로 산포관리가 만족스럽 

고， 둥급 B는 현재의 규격치에 어느 정도는 맞추고 있으나 그렇게 만족스럽 

지는 못한 상태이다， 또한， 퉁급 C 및 D는 공청능력이 불량하므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올 시사한다. 

예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능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셜정치 한 

계를 살펴보연 CL=5.573 , LCι= 5.564 , lfiα= 5.582 로 주어진다 그 

러나， 이것은 실제 관측치에 기준한 설정치이기 때문에 백분융 드리프트에 

기준한 설정치로 변환시켜 주기 위하여 기존의 UCL에서 LCL올 뺀 값에 

10을 곱하고 양과 옴의 값을 취하여 새로운 UCL과 LCL로 사용을 한다. 

따라서， 실제 공정능력지수 분석올 위한 UCL과 LCL은 다옴과 같이 계산 

된다. 

(5.582-5.564)x lO = 0.1800 ‘ UCL: 0.1800. LCL: -0.1800 

데이터로부터 μ = O.때0256 ， IJ = 0.015754 률 계산하고 이것에 의해 구해 

진 각종 공정능력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수 Cp는 다옴과 같이 계산되 

고 이것은 프로세스의 잠재적 농력이 매우 좋옴을 시사한다， 

C.= J) .1800 - ( -0 .18(0) = = 3.8085 6xO.015754 

다음으로 규격 중심으로부터의 상대적 이탈도를 구해보면， 

k = '^ O. 대)02.')6-0 I 
= -,-;;. ‘^^^ l ’^^^、、 M = 0.001422 

로 계산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다옴과 같용 방법으로 지수 Cρk를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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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k = (l -0.001422)x3.8085 = 3.8031 

또는 ， k를 이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Cpk= 0.1800 - 0 . 000256 
3x O.015754 = 3.8031 

다음으로 지수 Cpm올 구하기 위해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올 계산해 보 

연 J 0.0157542 + (0.000256 - 0)2 = 0.015756 올 얻올 수 있고 지수 
다음과 갇이 계산된다. 

C~= þm 

0.1800 - ( -0.1800) 
6x O.015756 = 3.808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예제의 드리프트는 

매우 안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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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드리프트 분석용 전산프로그램 개발 

계측 채널의 설정치 드리프트 분석과 관련하여 알려져 있는 상용 전산 프 

로그랩으로 미국의 CRS Engineering , Inc .에서 개발한 lliP A (Instrument 

History Perfonnance An외ysis) 전산코드가 었으며， 미국내 5개 원전(San 

Onofre, Nine Mile Point, Millstone Unit 3, Indian Point 2, Ginna Station) 

이상에 판매되어 사용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2001년 한수원 율진 2발 계측 

제어부에서 개발되어 사용중인 ICHMS (Instrument Calibration History 

Management System)이 있다 표IPA 와 ICHMS 모두 이상치 분석， 정규성 

검정， 정규성 만족시 최대 드리프트 예상치 계산 및 회귀분석에 의한 추세분 

석만 가능하므로 분석 범위에 있어 제약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새로운 드리프트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지원하 

기 위하여 SeDA (Setpoint Drift Analysis)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립 4-1은 SeDA 프로그램의 분석 범위 및 흐릅도를 나타낸 것으로 lliPA나 

ICHMS 프로그램의 분석범위(굵은 점선 내부)에 비해 새롭게 제안된 분석절 

차에 따라 매우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eDA 전산 프로그랩의 특징 

온 개별 전자 기기의 관리를 위한 통계적 드리프트 관리 기법들이 확장 구 

현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통계적 도식， 지표， 설명 기능를 이용함으로서 사 

용자의 편의성과 이해력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SeDA 프로그햄의 사용자 

매뉴얼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기술되어 있다 

- 60 -



----------------------

”” 

삐
 

해
 

m* 
g 
-지

 조
 

·얘
 
뱉
 
----

N。

-----

(주 1) 가는 정선 내부는 기존의 드리프트 분석 방법론의 벙위률 나타냄， 

(주2) 굵은 정선 내부는 기존의 lHPA 또는 ICHMS 전산프로그램의 벙위를 나타냉 

[그림 4- 1) SeDA 전산프로랭 의 분석 범 위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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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드리프트 분석 예제 

본 장에서는 영광 4호기의 정기 73 정기점검 결과 중 가압기 저압력 (LO 

PZR PRESS; direction-linited VSP faJling 떠p) 채 널 A에 대 한 드리 프트 영 

향명가를 제안된 방법에 의거 전산코드 SeDA롤 이용한 수행 결과를 소개하 

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상 1995년 7월부터 1999년 8월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해당하는 467ß 의 교정전/후값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가압기 저압력 채널 

A의 트립 설정치 및 교정허용한계(caJibration tolerance limits)는 

[5.874 :1:0.016 v]로 정해져 있으며， 수집된 교정전/후값과 이 들로부터 계산 

된 백분융 드리프트 데이터는 표 5-1과 같다. 

이삿치 (Out1ier) 분석 

이상치 분석을 위한 SeDA에서 유의수준 5%에서의 T-검정 수행 결과 발 

견된 이상치는 그림 5-1과 같다. SeDA 계산과정은 MS- Excel 파일로 기록 

되며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그림 5- 1J T 검정에 의한 이상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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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가압기 저압력 채널 A의 드리프트 데이터 

번호 갱겁일 교갱션 교정후 액훈율 드리프트 

5.876 5.876 
2 5.876 5.876 0 
3 5.877 5.8'η 0.01 

η6 5.876 -0.01 

11앉잊}%5--O02l--lIO3 η5 5J η5 -0.01 
η5 5J η5 0 

7 11 5.875 5.875 0 
;.876 5.871 0.01 
;.876 5.87: 
;.875 5.871 0.0 

11 5.873 5.873 -0.0 
η5 5.875 0.02 

1 η4 5.874 -0.01 I 
η4 5.874 0 

15 I앉)6- 11 -08 5.874 5.874 0 
16 1997-01-08 5.875 5.1η5 0.01 
17 H1 5.1 174 5.1 η4 -0.01 
18 - 10 5.1 η2 5.1 172 -0.02 
19 11 5.872 5.872 0 
a 5.876 5.876 0.04 

5.1η6 5.876 0 

lIg93g1 ’ 04 5.1 η8 5.872 0.02 
5.1 η7 5.875 0.05 

24 5.875 5.875 
2 1997-10-07 5.1엉O 5.1η5 0.05 
2 19 17-11-‘ 0 5.1 η4 5.1 174 -0.02 
2 2- 16 5.1 η2 5.1 172 -0.02 
g 1998-01-16 5.879 5.879 0.07 
~ 17 5.1 5.1η1 0 
o 12 5.1 5.1η -0.07 

’l 14 5.1 5.1η 0.07 
32 1. 5.879 5.873 0 
g lfi 5.878 5.878 0.05 

‘4 Il9잊988-U087- ll68 
5.878 5.874 0 

g 5.8'η 5.8'η 0.03 
36 -IR 5.878 5.878 0.01 
37 5.876 5.876 -0.02 
3 ll 잊잊갯%89--Oll1--2253 5 없7 5.8'η 0.01 
3 5.877 5 엄7 0 
4 5.879 5.879 0.02 
41 5.879 5 얽9 0 
42 5.879 5.879 
43 5.879 5.879 0 
44 18 5.878 5.878 -0.01 
45 5.876 5.876 0.02 
46 5.8'η 5 엄7 0.01 

'l! 
0.0ξi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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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T-검정에 의한 이상치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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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 분석 결과를 보면， 27， 28번째 관측치 간의 드리프트(0.070%)와 29, 

30번째 관측치 간의 드리프트(-0.0700%) 그리고 30번째와 31번째 관측치 간 

의 드리프트(0.0700%)가 유의수준 5%에서 이상치로 판명되었다 또한， 2번 

째 값은 유의수준 1%에서도 이상치로 판명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견된 

이상치들은 현장에 재확인한 결과 기록 오류나 특별한 원인은 없었던 것으 

로 판명되어， 이상치 제거 없이 정상적인 관측치로 간주하였다. 

청 규성 (Normalitv) 검 젓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우선 정규확률도를 작성한 결과는 다음의 그립 5-2 

와 같다， 이 그립을 살펴보면， 회귀직선( Y=O.0252X+0.OO58 )올 따라 정 

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올 알 수 있다 

------------←많좋-----------_-- 0 

--
0.016 

..뼈}죠 

• J • -t -ι-←-→-←.-+ .-.+“녁i ←· ‘ . .. ，._+-←+1 →-←+--뉴-카 
-2.02' -1.82 - ' .62-’ ‘’ -1.2' 1 - .. O~ -.O.~’만， .. 씨 -양뻐i￥ 0.20 0.40 0.61 0.8 1 1.01 1.21 1 ‘, 1.62 1.62 

- - 0.1)16 

-0.02‘ ~-

0.032 

-0. 1>4。

0.0‘-- O.05ð 

--극歸--------------

[그림 5-2] 정규확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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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백분율 드리프트에 대한 p-p Plot 

적합도를 

그립 5-3을 보연， 데이터들은 영(제로)를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회귀직선 

구하여 회귀직션을 통과하는 원점을 그림에서는 

판정한다 (그림 5-3 참조) 

같은 값올 갖는 이산형의 

P-P 다음으로 

보이며， 특정을 

데이 근접 하지 않고， 결정 계수도 0.8716으로 ( Y=O.8없4X+O.0495 ) 상에 

P-P도를 바 떨어진다， 터의 총변동가운데 회귀선에 의한 변동의 설명력이 

k2 데이터에 대하여 유의수준 5%에서 드리프트 백분윷 탕으로 그림 5-4는 

기각치는 0.9719이 

것을 못한다는 

k2 통계량의 
정규성올 만족하지 

이 때 

계산되어 

검정 [6)올 수행한 결과이다. 

0.9061로 

정규성 

며， 검정통계량 값은 

알수 있다 

‘ Iï JI.f ----•-
g밍스를 0.05 

키각치 : fð]m 
l 껴앙 ’ π짧1 

| 장규를포톨 [u르지 않를 

백분율 드리프트에 대한 정규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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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규성 검정은 백분율 드리프트 데이터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측정 정밀도의 한계로 인하여 통일한 값들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속형 데이터일지라도 이러한 경우 이산형， 또는 

범주형 데이터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정규성 검정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 

다 

최대 드리프트(Drift) 예싹치 계산 

다음으로는 최대 드리프트 예상치를 계산하는데 이전 단계에서 정규성 가 

정이 기각되었고 데이터의 개수가 1007ß를 넘지 않으므로 순서통계량올 이 

용하여 최대 드리프트 예상치를 계산한다 

해용구간 

(액를.드리프트) 

π며6￦τ힘1iij" 

[그립 5-5] 백분율 드리프트에 대한 95/95 허용구간 

드리프트 데이터를 순위 정렬하면 첫 번째 데이터 -0.0700과 마지막 데이 

터 0.0700을 각각 하한 l과 상한 μ에 할당할 수 있고， 모집 단 분율 B에 따 

라 계산된 신뢰수준 y는 그림 5-5와 같다 즉， 백분율 드리프트 구간 

(-0.07, 0.07)은 95%/67%, 90%/95% , 85%/99%, 또는 80%/100% 허용구간 

{tolerance inteπaD임을 의미한다. 이를 트립설정치 [5.874土0.016 v]와 

lOV의 스팬을 고려하여 환원하면 90/95 (95/67, 85/99, 또는 80/100) 최대 드 

리프트 값(절대치)은 5.881V에 해당하는 값으로 교정허용한계 이내에 있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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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째 (Trend) 분석 

다음 단계로는 정규성 가정올 만족하지 않으므로 Mann 검정을 통한 추세 

분석올 수행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10 이상이므로 Mann 검정통계량 ”흘 

정규분포 근사화를 통하여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한 검정을 수행하였다. 

W'-n(n- l)/4 d -• N(0,1) 
Ý n(n- 1)(2η+5)/72 

g의*흥 0.05 

p-wlue π빼1 

줄F흉흥gπ헝홈 

[그림 5-6] 백분율 드리프트에 대한 추세검정 결과 

그립 5-6은 드리프트 데이터에 대하여 Mann 검정을 수행한 SeDA 결과로 

서 ， W 405 , κ=- 1.7608이고， p 값은 Ø( -1. 7608) = 0.0391 이 되어 유 
의수준 5%에서 추세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검정이 양측검정이므로 위의 그림과 같이 유의수준이 

0.05인 경우에는 p-값을 0.025와 비교하여야 한다. 

퓨척놓력(Process Canabilitv) 분석 

드리프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능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설정치 

한계를 살펴보연 CL = 5.874 , LCL = 5.858 , UCL = 5.890 로 주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관측치에 기준한 설정치이기 때문에 백분율 드리프트에 

기준한 설정치로 변환시켜 주기 위하여 기존의 UCL에서 LCL올 앤 값에 

10올 곱하고 양과 음의 값을 취 하여 새 로운 UCL과 LCL로 사용을 한다 

따라서， 실제 공정능력지수 분석을 위한 UCL과 LCL은 다음과 같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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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5.890-5.858)x lQ = 0.3200 .. UCL: 0.3때O. LCL : -0.3200 

데이터로부터 μ= 0.005778. (J= 0.02잃6를 계산하고 이것에 의해 구해 

진 각종 공정능력지수는 다옴과 같다 먼저 지수 C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 

고 이것은 프로세스의 장재적 놓력이 매우 좋음을 시사한다 (그림 5-7 참 

조) . 

0.32애 - (-0.3200) = 4.2061 6xO.02536 

「톨-;w 

뼈를.드리프트 

워싼<US니 : I『짧 
R격tl한 (LSLl: ~휩Jö 

~I:택쩌수 Cp 

「τ짧r-r-껴온---

[그립 5-7] 백분율 드리프트에 대한 공정능력지수 Cp 

다옴으로 규격 중심으로부터의 상대적 이탈도를 구해보연， 

| 0.005778-0 I 
k= “ ”‘^ ... ̂ ^^、、 ,... = 0.01806 

로 계산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수 Cpk를 구할 수 있 

다 (그립 5-8 창조) 

Cpk = (1- 0.01806) x4. 2061 = 4.1301 

또는• k를 이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Cι 0.3200-0.대)5778 
싸= = 4.1301 
야 3xO.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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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톨.드i!ll!톨 

큐찍야 (USl): 10,3200 
;Jajt앤‘LSU: FQ:짧----

•• 톨.찌수 Cpk 

「걱1훨r-r-깜---

[그림 5 허 백분융 드리프트에 대한 공정능력지수 CpÕ 

다옴으로 지수 Cpm을 구하기 위해 명균제곱오차의 제곱근을 계산해 보 

연， 이 0.025362 + (0.005778 - W = 0.02601 을 얻올 수 있고 지수 Cpm온 

다옴과 같이 계산된다 (그림 5-9 참조) 

C~= ..Q .32애- (-0.32때) 
= 4.1010 6xO.02601 

r톨Mf' 

빽톨.드리프트 

-
;Jajft! WSL): Iπ짧---← 

R객6κJ(LSl): I며형!iI 

훌g톨R지수 Cpm 

í'4πw--r-τ윤---

[그림 5-9) 백분율 드리프트에 대한 공정능력지수 Cpm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드리프트 데이터는 규격 한계에 비추어 

매우 안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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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정기점검 결과 자료로부터 설정치 드리프트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 관리 및 분석올 위한 6단계의 통계적 분석기법을 개발하였 

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서 추세 분석， 관리도 기법 및 공정놓력분석 퉁올 

처옴 적용한 것으로서 현장 계측 제어 기기의 관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 

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드리프트 분석 초보자들이 전체적인 흐름올 파악하 

며 각 단계별로 쉽게 분석을 행할 수 있도록 드리프트 분석 프로그램 

(SeDA)을 개발하였다 모든 계측제어 기기의 드리프트 관리는 개발된 

SeDA(Setpoint Drift An외ysis)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 가놓할 것이다. 륙히， 

전산프로그랩의 개발은 현장에서의 7~ 별 계측채널 기기의 관리 뽕만 아니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uc1ear Regulatory Committee : NRC)의 위험도 정 

보 활용 기술지침서 개선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다섯가지 원칙 (RG1.l77 [4] 

및 RG1.l74[5]) 가운데 하나인 ‘기술지침서 개선후 지속적 감시 (continuous 

monitoring)’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물은 현재 한수원에서 발주하고 한기(주)서 수행중인 

표준원전 RPSÆSFAS 관련 위험도 정보 활용 운영기술지침서 개선 과제에 

대해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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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Setpoint Drift Analysis)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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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빼이스 태이왈 생생 

SeDA(Setpoint Drift Analysis) 프로그랭올 이용하여 드리프트 분석올 수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할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테 

이블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로는 Microsoft Access률 이용하며 필요한 테 

이블의 구조는 다옴과 같다. 또한， 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프로 

그랩에 필요한 펼드들은 프로그랩 수행 초기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필E 명 필 c 유형 내용 

순번 일련 번호 유일키 
날쩌 날쩌/시간 판측날쩌 
교정전 숫자 실수<Double) 교정전 관측치 
교정후 숫자 실수<Double) 교정후 관측치 

위의 구조와 같지 않은 테이블올 열려고 하면 “테이블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라는 경고문올 확인할 수 있다 

2. 초기 화연 

k훌i ‘를 II!)'A 
Se!poln! Drlf! Analysls 

Al ãtl~흔」 

프로그랭의 첫 화연으로써 시작 버튼올 누르면 프로그랩의 mam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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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n 화연 

，.. .~ ÐiI 

υ ... ,,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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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EE. 관곤꾀 
E6 상 n 

팩뜸펙|캅괜펴같====ïllll l 
.프.!'!.-J I 0 '" Jl JI 

.II1J:f.:!l.엎 럼월도괴 [灣웰괄 
[펀Z벼 r ûF닐 

덮똘펀 [펠렐 
I .""프감포j 
b갚곽 1 ， 

9 

델팩도그 

Main 화연으로써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기 전의 화연이다. 

4. 데이터때이스 열기 

(l) 파일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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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파일 열기를 선택했을 때의 화면으로써 Microsoft Access 데이터베이스 

파일 확장자인 *.mdb 파일만 보이며， 이 파일들에만 접근 가능하다. 

(2) 테이블 열기 

lI톰M률 톨환 }필l죄 

g끄자하는 태01.톨 션핵하셰요. 

騙
뱀
 
| 

- 76 -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한 후 나오는 화면으로써 데이터 베이스 

에 있는 각각의 태이블이 보여준다. 사용자는 분석하고자 하는 테이블올 마 

우스로 더블클릭 한다. 

(3) 테이블 선택 후 화면 

..lïíI꾀 

뿔뀐콕괴〈 

9 

Il r렐필 __ ..... .---1 

테이블올 선택한 후의 화연으로써 테이블의 ‘날찌’， ‘교정전’， ‘교정 후‘， ’백분 

율‘ 필드의 레코드가 표에 출력되며 전체의 분석절차 중 가장 처음으로 실행 

이 가능한 ‘그래픽 분석’과 ‘T - 검정’의 버튼이 활성화된다. 

5. 그래픽 분석 

(1) 그래픽 훈석 첫 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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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며꾀 

Box-Whisk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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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옆쁘」 

그래픽 분석올 실행한 후의 화연으로서 상자그림이 화면 상단에 출력된다 

화면 하단에는 데이터에 대한 LIF, LOF 동의 울타리 값이 출력되며 현재의 

울타리 값들은 모두 0으로 나타나 있다. 이상치 제거를 원할 경우 총료버튼 

위에 있는 이상치 제거를 클릭한다 

(2) 이상치 제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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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LIF. LOF. UIF. UOF 퉁 각각의 울타리 값에서 벗어난 이상 

치들을 나타내는 화면으로써 어떤 하나의 이상치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표에서 해당 이상치를 더블클릭한다 

(3) 이상치 제거 (이상치 선택 후) 

뇌며희 
l꺼.，. Ol~뱃 

n 닝 ， 쩌덩톰 

명 껴 1m' 

미앓 : 마빼:ir 

liI부-.J_호~ 

제거하고자 하는 이상치를 더블클릭하면 위와 같이 제거할 이상치에 해당 

하는 정보가 우측에 표시되며 이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우측 하단에 있는 

제거 버튼을 클릭한다 

(4) 이상치 재거 (채거버튼 클릭 후) 

’.~')，.-‘~.f_ .. ll‘AOAII‘íI:. ••• :JI,I Aj.:q'월~ 

r "상찌 I투 
닝 ’ .I!I딛톰 

..!91 

얻찌 진액하잉 Ol~쳐. 찌거히시경6UDI? IπðI' 

투훨펴 -호~Iπm 
4‘αiX) 

i밍J..!9 

도호걷그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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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이상치를 확실히 제거할 것인지를 묻는 창이 

나타난다. 

(5) 이상치 채거 (채거 확인 후) 

l ... 톨훨톨R톨톨W톨1m톨 톨&뿜ι 

미앙치 

찌닝:/D덩R 
[ 제커It 01샅쳐 

~F 휘 : JlIÕ"r 
미상쳐가 제커되잉eu다 

다훌훌륙 
|샅쳐: π빼m 

파희흐j 

도호걷그 -효~ I 

이전 그림에서 확인 버튼올 누르면 위와 같은 제거 완료 메세지가 나타난 

다 

(6) 이상치 채거 (제거 완료 후) 

톨I톨톨톨-톨 맺*예t i따lξ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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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를 제거한 후의 화연으로써 제거된 이상치는 화측 표의 ‘범위’ 펼드 

에 ‘제거’라고 표시가 되며， 사용자는 반복하여 이상치를 제거할 수 있다. 

(7) 그래픽 분석 (제거 완료 후， 종료버튼 클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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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Whisk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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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거를 완료하고 상자그림 창을 닫을 때 나타나는 화연으로써 종료 

후에는 더 이상 이상치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경고창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더 

이상 제거할 이상치가 없으연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래픽 분석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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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 - 검정 

(1) 유의 수준 션핵 

유의수훈 

~ 0.1 

r o. IE 

r 0. 01 

r O. O!E 

a파l죄 

투혈댁쫓」 

T-검정 버튼올 클력했을 때 나타나는 화연으로써 위와 같이 유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T-검정을 시작하려연 원하는 유의 수준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2) T-검정 (이상치 채거 화연) 

띤피I톨-흩뻐톨빼뻐 범tr; 펴며최 
미앙치 

를흔훨펴 -프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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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정에 의하여 검출된 이상치가 화연에 표시된다. 

(3) T-검정 (flexgrid 더블 클릭후) 

L 쩌톨 파회퍼 
미상처 제커'It'미상쳐 

에 냉 :111뾰----

휴의 수흥 10.1 

01 상 쳐 ’ I먼뼈xl 

-호스J _호후」 

그래픽 분석에서의 이상치 제거와 마찬가지로 제거하고자 하는 이상치를 

더블클릭하면 해당하는 이상치의 정보가 우측에 표시되며 ， 이를 제거하기 원 

할 경우 우측 하단에 있는 제거 버튼을 클릭한다 

(4) T-검정 (채거버튼 클릭 후) 

I.CP.:!I’‘’를IJF-'SIJ얻i'i'I.~1f.í훌띤1fl.1: i뀔j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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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E후그 -ξ후」 

제거 버튼을 누르연 선택한 이상치를 확실히 제거할 것인지를 묻는 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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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검정 (채거 확인 후) 

I-톨톨liIB톨.. a'J톰홉빼 괴돼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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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그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제거 완료 메세지가 나타난 

다 

(6) T-검갱 (채거 완료 후) 

톰-톨톨-톰. .투 짧: 뇌믹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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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를 제거한 후의 화연으로써 제거된 이상치는 좌측 표의 ‘범위’ 펼드 

에 ‘제거’라고 표시가 되며， 사용자는 반복하여 이상치를 제거할 수 있다. 

(7) T-검청 (채거 완료 후， 종료 버튼 클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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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거률 완료하고 T-검정 창올 닫을 때 나타나는 화연으로써 종료 후 

에는 더 이상 이상치를 제거할 수 없다는 정고창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더 

이상 제거할 이상치가 없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T-검정을 종료한다 

(8) 이상치 분석 완료 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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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분석이나 T-검정이 완료되연 프로그랭은 데이터의 개수흘 판단하 

여 정규성 검정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위의 예제에서는 데이터의 개 

수가 30개를 초과하므로 정규확률도의 버튼이 활성화된다. 

70 정규확훌도 

(1) 갱 규확율도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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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Plo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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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확률도의 첫 화연으로써 그래프에 있는 빨간줄은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 

소값올 나타내고， 검은 직선은 회귀직선을 나타내며 녹색점은 해당 데이터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래프 밑에는 회귀직선식이 나타나 있으며 정규확률도 그 

래프를 확인한 후 종료 버튼올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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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 확률도 종료 후 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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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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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훨두그훨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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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양원으~ 

정규 확률도 종료 후의 화면으로써 다옴 단계인 P-P Plot과 결정계수의 

버튼이 활성화된다. 2개의 분석 절차 중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 

지만 먼저 P- P Plot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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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P Plot 

(1) P- P Plot 첫 화연 

」꾀죄 

p - P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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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l망웬Fe 뼈 3잉tl~ 톨왜끄 잊고 UI~*!i 101 기뼈연 엉 ;;"'31. "이토 루뺑따툰 했톨힌 n. 1 탤깅뢰 

P-P Plot의 첫 화면으로써 그래프에서 빨간줄은 데이터의 최대값을 나타 

내고， 검은 직선은 회귀직선을 나타내며 녹색점은 해당 데이터의 위치를 보 

여준다， 그래프 밑에는 회귀직선식이 나타나 있으며. P-P Plot 확인 후 종료 

버튼올 클릭하연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2) P-P Plot 종료 후 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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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흰궐~' 11 

괜펀@ 펀펀펀 

|효週궐|닮펀펴운---"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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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tJi쇄 없「 따웰i고 뭘팩뀔 
』뿔쁨dJ ~강[J==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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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 _추흐얻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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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lot 종료 후 화면으로써 결정 계수 분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성 검 

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결정 계수의 실행 결과 화연올 

살펴보연 아래와 같다. 

9. 철갱계수 

(I) 결정계수 첫 화연 

톨피톰 킹짙~ ‘따J..!!J 

도를'it 

織짧歸행훤摩3鋼증}염려맥읍 

흩징계수 . π뼈7 l 댄팩 

- 89 -



결정계수의 첫 화연으로써 결갱 계수의 값이 l에 가까울수록 회귀식이 적 

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제에서는 값이 0.5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활 수 있다-

회해식 

(2) 컬갱계수 종료 후화연 

r lf4l 11* ----
I D. '1 : rr‘.~ 
L ~띠 11 : IIIW 

r ï이". 

‘ιj꾀 

11 

=. "이EP 100 " 11 
1 냐 .. "" 11녘잉:..1 1 ••• L. 1111 

; 얘~- ~ ::~ [피딛두피 고꽉;;-JlI l~ 
I 냉L·l 』『F==a

결정 계수 종료 후의 화면은 P-P Plot올 종료했을 때의 화연과 같으며， 이 

것은 P-P Plot이나 결정 계수 중 

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의 분석만 행하여도 정규성 검정으로 

의미한다 이후 정규성 검정의 화연은 아래와 같 

다-

10. 정규생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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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규생 검정 첫 화면 

l--‘-톨!엌 .. 

유의수훈 

(õ 0. 001 

Î 0.005 

Î 0.01 

Î 0.05 

Î 0. 10 

;며효l 

E혈피 냉ξ」 

정규성 검정의 첫 화연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유의 수준을 선돼할 수 있 

는 창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검정시 사용할 유의 수준을 선택한 후 확인 버 

튼을 클릭한다. 

(2) 정규성 검정 (유의수준 선택후 화연) 

딛-흩흩톨 i맹j씌 

도용앙 

$짧짧藥짧짧훌￥繼 
길 고} 

유의수훈 0.001 
기각치 fõ:흉쫓1 

톨계앙:f[빼1 
헬콕렐 

정R톨포톨 UI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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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의 수준올 선택한 후 정규성 검정 모률에 의해 계산되는 기각치와 

흉계량을 결과 창에 출력하고 이돌 값으로 갱규성 만족 여부를 판정하여 결 

과 화변에 나타낸다. 

(3) 청규생 검갱 종료 후 화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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魔꿇~[파EL」- 「픔피꾀 
9 

r늄~l 
o 

츠뚫죄」 

정규성 검정 후의 첫 화면으로써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에 위와 같은 화면 

이 나타난다. 만약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연 이항확률이나 95/95 허용구 

간， 순서통계량으로 분석절차가 진행된다. 최대 드리프트 예상치 (95/95 허용 

구간)의 화연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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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대 랙 드리프트 

(I) 최대 랙 드라프트 첫 화면 

딩희최 

11-. 심힐수훈 

r o.π r O,!Ð 

r O. !Ð r. 0,95 

r. o‘ 95 r 0,99 

r 0.99 

r 0. 999 |달- 학-호:J 
용 료 

최대 랙 드리프트 첫 화연으로써 해당 확률과 신뢰 수준을 선택한 후 확 

인 버튼을 누르연 아래와 같은 결과 값을 얻올 수 있다 

(2) 최대 핵 드리프트 결과 화연 

딛I훌훌야훌훌 훌; 

흩 고} 

확 톨’ 0.95 

선~I수흔 0.95 

최대 드리프트 때상치 : I뼈42 

_-'.YJξl 

볕=첼 

최대 랙 드리프트 결과 화연으로써 선택한 확률， 신뢰수준과 계산된 최대 

드리프트 예상치가 화면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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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헥 드리프트 총료 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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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혜 드리프트 종료 후 화연으로써 다옴 단계인 추세분석(회귀분석) 버튼 

이 활성화되며 회귀 분석의 첫 화연은 아래와 같다. 

12. 회귀 분석 

(1) 회귀 분석 첫 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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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의 첫 화연으로써 화면 하단에는 회귀직선식과 결정계수， 그리고 

4가지의 유의 수준에 대한 유의성 겁정결과를 보여주며， 그래프에는 데이터 

에 대한 회귀식과 각 유의 수준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난다. 도웅말을 선택하 

였을 때 나타나는 화연은 다음과 같다， 

(2) 희귀 분석 도움말 화면 

l_.톨‘ æ “ ’ 

형§것효놓휩혐뿔 뿔%씬|짧설웹월입 흥옥 
흩정계수밍 강010， 89 라면 

.연톨 흥에서 효|구|찍션에 입하며 III염되능 부톨미 
89%21늠 io'O l 다 

뇌믹씌 

ε흔걷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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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에 대한 간단한 도웅말 화연이다 

(3) 회 귀 분석 종료 후 화면 

, . 이 ". ----
1 Ð ‘ i; ji.dJ 
1 a ... ' II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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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 종료 후 화연으로써 다옴 분석 절차인 관리도 분석 버튼들이 

활성화되며 관리도 분석에서 개개의 측정값 관리도를 선돼했을 때 나타나는 

화연은 아래와 같다. 

13. 개개의 측정강 관리도 

(1) 개개의 측정값 관리도 첫 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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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으 그래프로 X-R , 관리도를 첫 화면으로써 측정값 관리도 개개의 

출력하였 R‘관리도의 상한값올 

화연은 다옴과 같다. 

하한값과 관리도의 상한값， 

때 나오는 

X 

선택하였을 

하단에는 

다. 도움말올 

며 

측정값 관리도 도움말 화연 (2) 개개의 

」밍j죄 

행짧햄뽑廳爾홉懶행歸끓짧횡짧잉뿔훌 

懶l뽑짧짧짧蠻훨&$@짧룹꿇휠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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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에 대한 간단한 도웅말 화연이다. 

(3) 개개의 측청강 관리도 총료 후 화연 

~H[펄펴」 u 
~ 11 

만E되 NO 뱉r꾀 

I편對a!느난O 
[펀뭘도괴팩탤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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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1f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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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데
 

9 

I건펀휴J， 

개개의 측정값 관리도 종료 후 화연으로써 런 검정을 하지 않고 다옴 단계 

인 공정 능력 분석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 런 검정에 대한 화연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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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런 검정 

(1) 런 검정 첫 화연 

련의링미 

(ò" 0. 01 

(' o.æ 

룹훌훌캘 

련의수 

(ò" o.æ 

「 따u; 

를 료 

런의 길이에 관한 검정과 련의 수에 관한 검정을 위해 각각 해당 유의 수 

준올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2) 련 검 정 확인 후 화연 

흩톨톨 톨갯연 혹믿j흐j 

련의 킬 01에 판한 검정 톨j)f 

g 의 수흩 0. 01 

최장현 링01: r2 하.옆!: rπÕJ 
검 정 톨 과 헌딩Sf계 배치되며 었지 않다. 

련의 수뻐 앙한 g쟁 길고} 

g 의 수흔‘ 0.05 

린입개수‘!첼 31한 3 

킬 정 흩 과 헌딩Sf게 배찌되며 및D 

」효호」 믿쫓좋꾀 

런 검정 결과 화면으로써 런이 길이와 런의 수에 관한 각각의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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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의 도웅말 화연은 다옴과 같다. 

(3) 런 검정 도움말 화연 

뇌며죄 

(’) 련의 링01가 5인 톨g : 훌훌메 주의 
(잉 련의 링미가 뾰! 경루 :!I민죠AI 개시 
(3) 런의 링미기 7 미상 : Ollt!l인미 있다고 한딘~f.고 조치 

또는 얻의 링미카 701상01 OHJ더라도 흥십션에 대8때 링은 획에 

(’) 연의 ”흩 훌 칙며도 1뼈미 
(2) 연빼 ’‘IHt 찍어도 12엄 01 
(3) 연씩 ’7~Hi 찍어도 14엠미 
(4) 면‘ 21lm 9 획며도 16혐미 

있. 경무삐는 이상미 잉다끄 판단하고 조처l 뼈에O‘ k엔， 

햄뿔않용종웰쌓뻗짧}홉뚫뿔뿔1월짧 õt짧힌歸경 
(1) 연혹흰 3정 92정 미상 
(2) 연악원 7정 93정 미상 
(3) 연악왼 10혐 흥 4정 미성 

얽밀 홉훌빨’킬껄벼맏염~효용뿔|많일짧l짧$융，휩상， 
l수한상태 

(1) 흥십션 매g 기>>KlI에 힘 .01 모투 묘며있는 경무 
(2) E!년j한계션톨 빗대나는 월이 받 01상인 검무 

￡활혹륙 

런 검정에 대한 간단한 도움말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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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런 검 정 총료 후 화연 

뼈
볍
 

} 
If~ClOIB 

런 검정 종료 후의 화면으로써 개개의 측정값 관리도를 종료했올 때의 화 

연과 같다 이것올 통해 둘 중 하나의 분석만 행하더라도 다음 단계로의 이 

동이 가능하다는 것올 알 수 있으며 공정 능력 분석(공정 능력 지수)를 선택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15. 공갱 능력 분석 

(1) 공정 능력 분석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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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며씌 

훌징를획지수-

(: Cp 

r Cpk 

r Cpm 

Cp의의미 

Cpk밍 의미 

Cpm의 의대 

써
 魔-
확 민 lt 를 

공정 능력 분석의 첫 화면으로써 계산하고자 하는 공정능력 지수를 선택 

하고， 규격상한과 규격하한올 입력한다. 

(2) 공정 능력 분석 값 입 력 화면 

혹일j죄 

용쟁틀획R수 

r. Cp 

r Cpk 

Cp의의미 

Cp~의 의이 

('" Cpm 
Cpm의 의미 

R 격 

R격상한(USL) ‘ n 
규룩하힌(LSL): f[흥 

확 인 lõ 료 

본 예제에서는 규격상한(USL) 과 규격하한(LSL)의 값을 각각 1과 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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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였다. 

(3) 공정 능력 분석 도움말 화면 ( Cþ , Cμ C ... ) 

r뇌Ql.l!l 

짧짧Ij훌훌@횡힌$행원짧짧찮묶훌했합앓‘짧￥F 
‘1) CIl)~ 1 경‘며 Ail 
(z) 1.33 > Cø >- 1.33 iI띠 8쿄 

(3) 1 ) Cp >. 0. 67 밑 01 Cil 
“) 0.67) 0. 67 밑띠 Oil 

a뚫뚫쭉훨훨훨훨繼훌鋼뽑鐵鍵鐵g 
(.)ß 찍Wtt 늘획. 용S인 훌갱‘기1 ‘비)으를 .껴서 011!:. II엔 
(b) t! ，，11:의 g익.'"샅시키기 이3K11 .Ja 
(c) tfI.l 시용하는 큐". q겁톨하여 죠용 

(d) ... 낀 판211기훌양얻 등 • .il~애l이 용갱 t:C4 21 tI~에 노혁 

擬
-團

웰
游
 
-

鍵
-

행
-
-

網Q -蠻-

믿일-‘-톨-밑 $ì" ‘ 4따l흐l 

뭉짧훌훌擊鍵뽑짧뿜웰織鍵總풍양훌풍풍 

홍靈짧혈혔옳짧聽鍵繼짧홉聽靜짧 
(.’ 디 쩍얻tt 응익. 잉~t!'~엉《기계 영"1)으료 ."시 011!:. I:lV 

(b) 현 훌징잉 등익. ‘·상시키키 쩌'K! ，.자 ‘c) 얻찌 시용아는 R걱. 찌검토하이 조용 

(d) •• 인 E년J/Jl ï;W엉 를. :ile!매때 공정 g다잉 ‘1상에 노찍 

함h형짜훨현繼찮떻뚫繼했鐘隱홉않금는 

품좋후:.l 

- 103 -



“일J.!l 
---, 

$앓歸짧앓購뚫훌훨聽뽑휠짚쓸훌꿇없월g 

~5: Cpm은 훌ni.!의 01 .. 도.1 뎌 염시찍으훌 I~1I 수 있는 g생이 
1i1Ci. 

B렇년짧냥해.，...~울행l짧關없며l도. 정억히 때‘수 잉고. 

훌훌혹그 

공정능력 지수 C,. C,‘ C，..에 대 한 간단한 도웅말 화연이다. 

(4) 공갱 농력 분석 결과 화연 

Ff ;띨j씌 

도를w 

g극 A 용정상태기 매무 앙효하므료 산포E뀐는 만 
스틸다， 

홉훤짧월꿇짧짧關fk뽑- 밑하 
톨읍 C : 훌정등억미 l탕하다. 

톨극 0 : 훌청등찍미 .탐하다1 

흩 고} 

빽I!!.드리프트 

큐격상한 <USL) : 딴뼈m 

큐격8빠 (LS니 : r파빼m 

용정등릭져수 Cp 

I훌홉흉-r-검 

훌혹웰 

공정능력분석의 결과 화연으로써 공정능력지수와 그에 해당하는 퉁급올 

화면에 출력한다 각 둥급에 대한 내용은 창 상단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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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 능력 분석 종료 후 화면 

••• ’‘ 

휠필걱닐l ' ” 
뼈이qH;긴"，...，....，구파η l 옳펀 @ 먼뿔 

짧 i잃 :옆 g짧 I r l써감11 텍 
효힐늪|뜸r펀흐ξ===ill lll 

.런!!...-J I 0 앤JlJl 

「 이않L「 럼핑도교 편협짧 퍼 

''''‘’-,’ 1997-1’ 1‘ 
'"ι<-，’ 
，.훌-41-1 5 ‘ .. 
”잊1-02-13 ‘ .. 
,.’4‘" ‘ .. ，.훌얘‘-" ‘ .. , .... “8 UII , .. 얘，..， ‘껴3 

, .... ‘ 10 un uo 
l잊용lO-lD ‘.. ‘ .. 

』풍렐dJ r ûU== 

띠델i필필두고괴 r펀z꽉그1 
[學 t=쩔밑j 

9 

[뿔딸피 

공정 능력 분석 종료 후 화연으로써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과 같이 하나의 

기본적인 드리프트 분석 절차가 끝이 난다. 그러나 이상치 분석 후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는 념으나 30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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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데이터의 개수가 10< n~30일 때의 화연 

I ‘ 
!'" !e't Iì‘ 

1 I}' l ' Ii .... ' 
I 901. 톨 rwr 

: 1,-1>11 

J r짧고괴C 
’ .‘ ••• 

,....,." 
...... η 

‘g용g 
，.‘10-'깅 *‘11-11 
,.‘• 12-11 

’"'~’." ’”’ .... ,’ '"’‘M-!1 

m ” …… …… …… …… …… …… …* 
뼈
 
m 
s 
m 
m m 
m 

않
 않 
@ 
m …* …* …… 
m 

뼈
 생 

e 

g ‘’O vfS「 fs n 
1-'옆~_J →-::::::-:-::.， .. 11 
二앞J...!ζ뇌 닮;:二그 III .,... 0 ,., Jl I 

rau ";녔판 , 덴펴i그 댈할i필 
ι 

9 

{펀굿고 
9 

{편으.:.:..:Jl 
--감~ 

「뻐EO 10 
c-

n Û!j==리 
， A에 •• --←-낀 

닐짝j 

9 

'-~. 

이상치 분석 후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를 념으나 30개 미만인 경우에 나타 

나는 화연으로써 95/95 허용구간율 이용하여 최대 드리프트 예상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버튼이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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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데이터의 개수가 η> 100일 때의 화연 

m“기 셰" •• 거 .... 흩 .. 그.II !1! ~ •• II.JI 11 
rI이 lil. 
] mll : /TiiU' 
1 Efll. \1 머임『 

톨~ HOI E1 

.‘’‘ 
뿔현닫~c 

‘ 괜프% 펴뿔 
팩끊렐|밥괜펴울~IIII 

.옆옆---.J I hs iI Jl 

파았 럼웰L교댈편뿔필 
ζ쪽렐피 

9 

델필듀괴 
9 

’ t편첼 
9 

짧훨필 

: 

정규성 검정 후 분석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를 념을 때 나타나는 화연으로써 성공/실패 기준의 이항확률 단계로 넘 

어가게 된다. 이항확률에 대한 화연은 아래와 같다. 

18. 이항확률 

(1) 이항확률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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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麻황짧織빼햄행| 鋼鋼회 
P -x/n 

1 關鋼뼈%鍵잃빠랩숭없i없g앨 

I ~W~廳擺觸할關흉앓뺑않않합~% 

l - tI힐도.if:a밍께D71!!it' r빼-J 

江드혹그 

데이터의 개수가 l007ß률 넘는 경우에는 확률값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신뢰구간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을 계산하여 창 

하단에 출력하였다. 이항 확률 총료 후 화연은 아래와 같다， 

(2) 이 항 확률 종료 후 화면 

•• ιl .. , lTñU 
뻐 .. (R! 

lI'ðI {lll~ 

=1 

9 
["이인 〉에 m > llilei) 10 

편j밤뽑핵O 
!→갚~l[렐띤느j L」」

9 』「F=리 
( 11' 

o 
--엎~ 

.암옆~ 

흐렵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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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확률 종료 후 나타나는 화면으로써 그 다옴 단계로 Mann 통계량이나 

지수 순차합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Mann 통계량의 첫 화면올 살펴보 

면 이것은 아래와 같다. 

19. Mann 통계량 

(1) Mann 통계량 첫 화연 

g의수톨 

"" Q 1 

r 0.15 

r 0.01 

r 0. 0C6 

J밍l죄 

E효렐 추~ 

Mann 통계량 분석에 필요한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창으로써 사용자가 원 

하는 유의 수준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른다. 

(2) Mann 통계량 결파 화연 

4일j죄 

도를“ 

$앓훌싫뚫홍뚫購聽흉짧鍵g 
톨 과 

S의스흥 ‘ QI 

._Iue iõ.'lli힐 

효횟한흥n형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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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 용계량 결과 화연으로써 사용자가 선택한 유의수준파 계산된 p-va1ue 

를 표시하고 이에 따른 추세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창의 상단에는 간단한 도 

웅말이 셜명되어 있다. 

(3) Mann 풍계량 종료 후 화연 

펌二二I뿔룹필 ” 
III! IIICJOlI';1 - - ----- 기 l 앓rl ”o 넓 

~I'E' ,.. n 

헥遊1밥먼8괜음===ïlllll 
IIrl~iI흐-' h , JlJl 

;「 ”u- R 캉 펀렐드니1] ，필긴받! 
|』γ] 』『F닐 

f츠늄」「 「r팍곽그 
o 그흐흐쓰~ 

lf S? ‘웅 '21:: 
， 11=편드그 

。

[혈뜰숱] 

‘ .. ‘g .. 
‘'" ‘”’ ’3 

‘'" .. " .. " 
‘'" .. " ‘JlI 
'''' ... ... 
‘g "''' ‘JI2 ... 
‘Jl' ... 
‘,., ’ .. ‘,., 
‘"" ‘1O1 

“ ’ ‘m 
‘”’ ”땅애 u" 

m m ” …… 
m ” m 
m …… m m m 
m m …… …@ …… …* 
않
 않 

…… …… …* …… …* 
않
 뻐 
m m m 

파Jill 

Mann 통계량 종료 후 화연으로써 지수 순차합 검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다음 단제인 공정 능력 분석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 

수 순차합 검정에 대한 화연은 다음과 같다， 

20. 지수 순차합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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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수 순차합 검정 첫 화면 

m. ;헌률~ 

유의수훈 

r. 0.1 

r O. !!i 

r 0.01 

r UO!!i 

뇌며흐l 

투훌훌력 측호」 

지수 순차합 검정에 필요한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창으로써 사용자가 원 

하는 유의 수준올 선택한 후 확인올 누른다 

(2) 지수 순차합 검정 결과 화연 

l---를-‘ 튿룬 C 혹파l흐l 

도를밑 

$§擺홉뚫꿇靜짧讓홍 
흩 고} 

g의수흥 0. 1 

p ..... alue π맴'm 

뚜텃힌후빼가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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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순차합 검정의 결과 화연으로써 사용자가 선택한 유의수준과 계산된 

p-value를 표시하고 이에 따른 추세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창의 상단에는 간 

단한 도웅말이 셜명되어 있다. 

(3) 지수 순차합 검정의 종료 후 화면 

댁훤;밟 

’ .... ‘’ .m 
1’“‘ •• '" '&-'l'애. .m 
”‘<HI! ‘m ,.‘*26 13 
1 훌-(15-2 1 9.2!J1 
l‘%에 12" 
'OlHl경 ” , ..... 인 ‘~， 
' ..... 20 U Il 
1996-1ι.~ ‘'" 
'"‘~h-II ‘~， , .. ‘-’,." ‘~， 
’%나I~I U:II 

".냐H’ ‘'" '"셔，0-0’ ... , .. ’“’‘ ... l얘μ‘16 1299 

’!5H>-II ‘'" ... ... ... ... . '" ... . '" ... ... • ~， 
Uß 

않 

뇌잉꾀 

디
 

‘ 

디
 

•.• ‘ --------
보쁘되」흐~ <; " 

‘~ 11 NO r----, HO r ---, 
1미이B)~ 、 UOIED 10 1 

~，.. ".n 

팩뭘김 뜸?교한펀맡=====ïlllll 
t~~ìi:I톨--.J ~"S Jl JI 

", ;;0' r.:객~ ... [펀월-=.J] [잭작책d 
냥뿔늑L 』「F=:::::죄 

tF"'.:. M잎쁘!.....-J 

o _>>얻앞으!.--.J 
.::è~ II!ILI. 
;U~ "1:: 늬:....J 

j ;"O~ 

9 
1 '1 ~.<lI 

.딘묘~ 

지수 순차합 검정의 종료 후 화연으로써 다음 단계인 공정 능력지수로의 진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분석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과 통시에 데이터의 개수 

가 100개를 넘는 경우의 분석절차를 살펴보았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서 데이터 

의 개수가 100개를 넘지 않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2l.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데이터의 개수가 n:::;:lOO 일 때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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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 11. 1 : f'/'ñEJ 
1 ØOlII : 1D'ð" 

... ‘ 

•• “". 
옳렐궐괴‘ 

정규성 검정 후 분석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음과 동시에 데이터 

의 개수가 100개를 넘지 않올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써 정규성 검정 후 95/95 

허용구간， 순서 통계량의 분석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95/95 허용구간， 순서 

통계량에 대한 화연은 아래와 같다 

(1) 95/95 허용구간， 순서 통계량 (결과창) 

1- == “- 피외죄 

도를밑 

허를구킨 
(액를.드리프트) 

였
 빠
 

%@ 

짧짧짧뿔짧짧뚫싫￡흉훌뚫홍홍짧횡홍 

rr:l!1ilI1Iπ."."，..， l' ,-_. "."-' 

E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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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5 허용구간， 순서통계량의 결과 화연이다. 

(2) 95/95 허용구간， 순서 통계량 종료후 화면 

‘l되괴 

r ~“‘ m •• ‘ ITÕÕCJ 
.... ' l!iJ 

~ 

프1 
. ""U이" ----

L웰-

95/95 허용구간， 순서통계량의 총료 후 화연으로써 데이터가 l007R률 넘는 

경우의 분석절차와 마찬가지로 추세분석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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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과 저장 

(1) 결과 저장 첫 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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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분석 절차 중 어느 하나의 분석 절차만 끝나더라도 사용자가 훤하 

는 시점에 그 결과를 .txt 형식의 텍스트 문서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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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컬과 저장 후 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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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값이 성공적으로 저장된 후의 화면이다. 

23. 도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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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랩 사용 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도움말 화연이다 

24. 프로그햄 정보 

圖 Se빼Inl 뼈 쩌Iysls (SeDA) 

Verslon 1.1.0 

Korean 재oJTIic Energy Resear~h Inslllulo 
Inlograled Sa’ely Assessment Toom 

http ‘:j/wwκkaerl.re.kr 。K

프로그랩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타나 있는 화변이다. 

- 117 -



서 지 정 보 양 식 

수앵기판보고서번호 위탁기판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E드 

KAERIlTR-2167/2002 

제옥 / 부쩨 셜갱치 드리프트 판리훌 위한 흉계척 본석 방법 개발 

연구책임자 및 부셔명 장숭철 (종합안전명가부) 

연구자및부서명 엄태진 (숭실대) 

출판지 대전 방앵기판 | 한국원자력연구소 발앵년 2α껴 

때이지 128 도 표| 있용(0)， 없용( ) I 크 기 A4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0) ， 대외비( 급비밀 보고서 종류 기슐보고서 

연구위탁기판 과학기슐부 계약 번호 

초록 U5-20줄내외) 

일반칙으로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안전 관련 계측성비의 작동 셜정치가 셜계 기준 또는 
운영기슐지칩서상에 정해진 영위내에서 셜정/유지되고 있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 계 

흑 표준 협회 (ISA)에서 발간왼 ISA-67.04(994)에서 제시왼 통계척 방법툴융 준용하고 

있다 <U.S. NRC RGl.I05) 하지만 이률 방법론들온 불확실성융 고려한 보수척인 성정 
치 결정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연구 옥적인 성갱치 드리 I트 

판리 또는 계측채널의 정기정경주기 변경에 따흔 드리프트 영향 명가훌 위해서는 부족 

한 정이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셜갱치 드리프트 판리훌 위한 흉계적 용석 방 

업으로 6단계 환석 절차 - 1) 이상치 분석 ， 2) 갱규성 검정， 3) 최대 드리프트 예상치 
추정， 4) 추쩨분석， 5) 관리도 훈석 및 련 검정， 및 6) 공정놓력분석 훌 새륭게 채안하 

고， 채안왼 분석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척용가농한 전산 프로그햄 SeDA훌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율 (방법론 및 전산코드)률온 2004년 현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고 한기 

(주)에서 수앵중인 표준핀전 원자로보호계홍(RPS)I공학객안천설비작통계홍(ESFAS) 판 

련 위험도 갱보 활용 운영기슐지칭서 개선 과제에서 기술척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제명키워드 I&C, 셜갱치， 드리프트， ISA-67.04, RGl.I05, 기슐운영지칭서， 

00단어내외) 허용한계， 교정전값， 교갱후값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5ponsoring Org. 
5tandard Report No. INIS 5ubject Code 

Report No. Report No. 
KAERI/TR-2167/2oo2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the 5tatistical Analysis Methods 

for Managing seφ。int Drifts 

Project Manag'얀 
5. C. Jang (Div. of Integrated S하뼈 Assessment) 

and Department 
Researcher and 

Department 
T. J. Lim (Soongsil Universi얀) 

Publication Publication 
Daejeon Publisher KAERI 2004 

Place Date 
Illustrations 

Page 128 
& Tables 

Yes(O), No( Size A4 

Note 

Classified 
。pen(O)， Restricted(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MOST Conσact No. 
Absσact (15-20 Lines) I 

surveillance interval in a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All 

pefrfoIccierlcy for me management of t phreoV inIdstrumentation deVIce-

5u bject Keywords Drift , As-found, As-left, seφ。int， I&C, technical specification, 

(About 10 words) ISA-67.04, RG 1.105, tolerance limit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드리프트 분석 절차 개요
	제3장 단계별 드리프트 분석 방법
	제1절 자료의 수집 및 변환
	제2절 이상치(Outlier)분석
	제3절 정규성(Normality) 검정
	제4절 최대 드리프트(Drift) 예상치 계산
	제5절 추세(Trend) 분석
	제6절 관리도(Control Chart)를 통한 관리상태 파악 및 런 검정(Run Test)
	제7절 공정능력(Process Capability) 분석

	제4장 드리프트 분석용 전산프로그램 개발
	제5장 드리프트 분석 예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SeDA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