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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is a process in which products, such as plastics
and rubber, are mass-produced. It is essential in industry, from high-tech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and aerospace parts, to daily necessities. The
quality control of injection molding is based on the operator's experience or
involves measurements and evaluations of some first products; hence, real-time
process monitoring and data-based quality control are required. In this study,
an autoencoder and a support vector machine were used to predict quality, and
the learning dataset was collected using a sensor attached to the injection
molding machine. Next, good and bad products were labeled, and
hyperparameters were changed for each model. By learning, the performance
of each model was evaluated. Reliability improvement is expected through
data-based quality management using the machine learning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to predict the quality based on changes under process conditions.

1. 서 론

지가 금형 내에서 냉각되며 수축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추
가로 수지를 주입하는 보압공정(packing), 제품의 형상을 유지하

1.1 연구배경

도록 고화될 때까지의 냉각공정(cooling)과 다음 충전을 위한 수

플라스틱 사출성형은 복잡하고 크기가 다양한 제품을 저비용,

지를 융용시켜 사출장치에 준비하는 계량공정(plasticizing), 냉각

단기간에 양산할 수 있는 기술로, 전 제조공정의 기반이 되는 산업

이 완료된 제품을 금형에서 분리하는 취출공정(take-out)의 사이

이라 하여 국가 차원에서 뿌리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클로 이루어진다(Fig. 1).

하지만, 최근 국내 뿌리산업이 매출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최저

사출성형 과정에서 공정을 제어하는 변수가 다양하고 공정변수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이익감소 등 주변

에 따라 발생하는 불량의 종류도 다르므로, 품질관리는 대부분 작

[1]

환경변화로 인한 경영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플라스틱 사출

업자의 경험, 사출성형 해석(CAE)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성형은 제품의 형상을 모사하여 가공된 금형에 고온으로 가열시켜

CAE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조건을 설정하여도, 작업공간의 온

융용시킨 플라스틱 수지를 충전시켜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고온에

도, 습도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사출

서 융용된 수지를 금형내에 주입하는 충전공정(filling), 충전된 수

성형은 여러 공정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품질변수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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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최근 5년 사이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사출성형기 센서들로부터 취합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머신러닝 기술 적용을 위한
합격-불합격의 라벨링 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
다. Cho 등은 인공지능 중소 벤처 제조 플랫폼(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KAMP)에서 제공하는 사출성형 데이터
셋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잡음제거
오토인코더(denoising auto encoder: DAE), 장단기메모리(longshort term memory: LSTM)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7], Silva
등은 단일층 신경망과, SVM을 활용하여 품질을 양품, 불량(short

Fig. 1 Injection molding process

shot, burr)의 세 가지 클래스로 분류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8].
주기 때문에, 모든 공정변수를 수학적, 물리적으로 계산하여 적용

Jung 등은 사출성형 공정 특성상 불량데이터 수가 적은 것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각 공정변수를 학습하여 정

over-sampling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9], Ramana는

확하게 양품/불량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나무, 신경망 등을 활용하여 불량을 예측하였다[10]. 각

조선, 항공/우주, 자동차 등의 전방산업이 고품질, 초정밀을 지향

연구 별로, 품질 예측을 위해 고려한 사출성형 공정변수가 대동소이

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요구함에 따라, 사출공정 기술도 동등한

하였는데, 이는 사출성형의 공정변수가 워낙 다양하여 어떤 변수가

수준이 요구되고 있으나, 제조환경이 열악하여[2] 이러한 데이터 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반 품질관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출성형을 비롯한 뿌리산업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변수(사출시간, 사이클타임, 사출

군의 정보화 수준이 낮으므로 각 공정별 맞춤형 정보화가 시급한

압력, 쿠션위치 등) 외에 고려하는 공정변수(가소화 시간, 보압 시간,

상황이다.

보압 압력 등)는 연구자마다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양품/불량을 보다 정
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품질관리 효율 증대 및 품질향

2. 실험 장비 및 방법

상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공정데이터는 실제 양산되고 있
는 제품의 공정데이터를 사출성형기에 부착된 센서로 수집하였다.

2.1 실험장비 및 공정변수

오토인코더(auto encorder: AE)와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플라스틱 사출성형 공정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사출성

vector machine: SVM)을 활용하여 각각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르

형기인 TB120G5 (우진플라임: 대한민국)를 사용하였다(Fig. 2).

게 적용하여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찾도록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사출성형기는 제어시스템이 closed-loop 회로로 구성되어
설정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여 피드백 제어가 이루어지므로 보

1.2 연구동향

다 고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관심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생성되는 다

간으로 공정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작업자가 지정한 공정 값을 벗

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

어난 사이클에 대하여 자동 불량 라벨링이 가능하다. 사이클별 샷

분석을 활용한 성능, 품질예측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이 있으며,

데이터에 대해 외부 export 기능, 생산현황 통계처리까지 가능하여

Sim 등은 로지스틱 회귀모델 기반으로 변수 선택법을 사용하여
PCB제조 라인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공정변수가 공정에 주
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였고[3], Kang 등은 인공신경망으로 후
판의 품질예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4]. 또한, Nam 등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작동상태의 음향 데이터를 측정하여 학습함으
로써, 고장진단 시스템을 제안하였고[5], Kim은 밀링 공정에서의
공구마모에 대하여 가공시 발생하는 진동 데이터를 가공하여, 서
포트 벡터 머신(SVM)으로 마모정도를 분석하였다[6].
기존의 사출성형 공정 최적화 및 품질 예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CAE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반이었으며, 실제 사출

Fig. 2 Injection molding machine - TB120G5

241

Dae Ho Kim, Jun Hee Hong

Table 1 Data description
Process variables

Categorie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Temperature

Resin melting temp, Mold temp,
Hopper temp, Circumstance
(temp&humidity), Barrel temp, ...

Pressure

Filling pressure, Clamping pressure,
Holding pressure, Packing pressure,
Back pressure, ...

Time

Cooling time, Injection time, Ejecting time,
Packing time, Plasticizing time,
Drying time, ...

Speed

Injection speed, Screw rotation speed,
Mold close/opening, Ejecting speed, ...

Volume

Weight, Cushion position, ...

Good
or
Defect

O(0) : Good
X(1) : Defect

Fig. 3 Diagram AI, M/L, D/L

머신러닝은 기존의 규칙 기반제어와 다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
퓨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 딥러닝의 경
우, 인간의 신경망을 모사한 인공신경망을 깊게 쌓은 형태의 모델
로, 과거 과적합, gradient 소실 등의 문제로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다가, GPU성능 향상 및 drop-out 규제기법, ReLU 등의
activation function의 등장으로 과적합, gradient 소실 문제를 해

품질관리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수집된

결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머신러닝 기법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

사출성형 공정데이터가 있어도, 어느 기준을 넘어서야 불량이 되

고 있다. Fig. 3은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범위를 나타내는 다이어

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데이터를

그램이다.

수집하면서 매 사이클별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외관검사를 진행하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방법 중 특징추출에 이점이 있는

여 양품-불량에 대한 라벨링을 하였다.

오토인코더와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각 모델별 하이퍼 파라미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L50’ 제품의

터를 변경하며 품질예측을 진행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제조공정에서 수집된 사출성형기 센서 데이터이다. 기간은 15일로
7516 사이클의 공정 값을 수집하였고 양품이 7166개, 불량이 350

2.2.1 오토인코더

개였다. 일반적인 사출성형 공정변수를 범주별 분류로 Table 1과

오토인코더는 인공신경망의 종류로, 입력층(input Layer)의 노

같이 정리하였고, 본 연구에서 품질 예측에 사용할 변수는 사출성

드 개수와 출력층(output Layer)의 노드 개수가 같은 구조이다

형에서 중요한 공정변수 및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고,

(Fig. 4).

Table 2에 정리하였다.

오토인코더의 특징은 은닉층의 노드 개수가 입, 출력층보다 적
어, 원본데이터의 특징을 더 작은 표현력으로 학습해야 하므로, 불

2.2 머신러닝

필요한 특징이 제거된 압축된 출력값의 특징을 학습하게 된다. 따

인공지능(AI)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판단, 행동할

라서, 은닉층의 압축된 특징을 학습시켜 양품/불량을 분류하는 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Table 2 Variable property
Variable

Unit

Variable

Unit

Cycle_Time

sec

Max_Injection_Pressure

bar

Injection_Time

sec

Max_Back_Pressure

bar

Plasticizing_Time

sec

Barrel_Temperature_1

℃

Switch_Over_Pressure

bar

Barrel_Temperature_2

℃

Switch_Over_Speed

mm/s

Barrel_Temperature_3

℃

Cushion_Position

mm

Barrel_Temperature_4

℃

Plasticizing_Position

mm

Barrel_Temperature_5

℃

PassOrFail
(Dependent variable)

O/X

Max_Injection_Speed mm/s

Fig. 4 Model structure - auto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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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usion matrix for classification
Confusion matrix
Actual

Predicted

True

False

True

True positive(TP)

False positive(FP)

False

False negative(FN)

True negative(TN)

positive(TP), 실제 false인 결과를 true로 예측한 false positve
(FP), 실제 true인 결과를 false로 예측한 false negative(FN), 실제
false인 결과를 false로 예측한 true negative(TN)로 나뉜다.
각 지표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실제
값과 예측치가 일치하는 정도(정확히 분류된 데이터 비율)를 평가

Fig. 5 Support vector machine - classification

하는 지표인 정확도(accuracy)가 있다.

  
   
      

(1)

True로 예측한 값 중에 실제 값이 true인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는 정밀도(precision)이다.



Pr  
  

(2)

실제 값이 true인 결과 중 예측이 적중한 정도를 재현율(recall)
이라 하며, 민감도(sensitivity)와 동일한 평가 지표로서, 모델의 완
Fig. 6 Support vector machine - regression

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류기의 입력으로 활용하므로 보다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2.2.2 서포트 벡터 머신(SVM)

재현율과 정밀도를 고려한 분류 모델 평가 기준으로 F1-score를

서포트 벡터 머신은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

(3)

적용하였고, 각 지표는 0에서 1의 범위를 갖는다.

는 기계학습 방법으로, 특히 이진 분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분류

양산공정과 같이 불량품 데이터가 양품데이터에 비해 적을

문제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을 분류할 수 있는 초평면(hyperplane)을

경우 재현율과 정밀도가 모델의 성능을 잘 평가하지 못하므로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초평면에서 가장 인접한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

보조지표로써 활용한다.

라고 하며, 이 서포트 벡터와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초평면을 학습하
 × Pr ×  
  
Pr   

는 방법이다(Fig. 5).
복잡한 비선형의 데이터 분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고차

(4)

원으로 맵핑하기 위해 커널 함수를 적용하기도 하며, 서포트 벡터와
의 마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회귀에 사용하기도 한다(Fig. 6).

3. 실험 결과 및 고찰
2.2.3 모델 성능 평가

3.1 데이터 전처리

품질 예측 모델의 성능은 분류모델 성능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을 이용하였다. Table 3은 혼동행렬

사출성형 공정데이터를 장비에 부착된 센서로 사이클마다 수집
하였다. Fig. 7은 사출성형기로 ‘L50’ 제품을 생산하는 모습이다.

을 사용한 분류성능 평가 지표이다.

예측 모델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처리는 Python 3.9 환경에서,

분류모델이 예측한 결과는 실제 true인 결과를 true로 예측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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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nufacturing picture of injection molding

Fig. 9 Variable correlation pairplot – L50
Table 4 Hyperparameter setting values for autoencoder
Parameter

Unit

Fixed

Hidden layer = 5, Learning rate = 0.01
Dropout = 0.3, Optimizer = Adam,
Activation function = ReLu, Softmax,
Loss function = MSE, Epoch = 30,
Validation split = 0.2

Variable

latent node = 3, 5, 7
Batch size = 8, 16, 32

Fig. 8 Histogram of variable distribution - L50

며(20x10xN(latent node)x10x20)의 node 구성을 가진다. 본 연
Tensorflow, Scikit-learn, Keras, Numpy, Seaborn 패키지 등을

구에서는 latent node와 batch size를 변경하며 학습을 진행하여,

활용하였다.

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생산공정에서 양품에 대해서는 O, 불량에 대해서는 X로 라벨링

Table 5는 각 case별 파라미터 셋을 나타내고, Table 6은 모델

하였고, 총 7,516 사이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양품은 7,166개,

별 성능을, Table 7은 오토인코더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았던 AE

불량은 350개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결측치 유무를 확인한 결과,

8의 혼동행렬을 나타낸다.

결측치가 없었다. O, X로 라벨링된 ‘PassOrFail’데이터를 각각 0,
1로 변경하였고, 머신러닝 모델에 맞게 정규화를 하였다. 변수별로

3.3 품질 예측 모델 실험 – 서포트 벡터 머신

분포 히스토그램(Fig. 8), pairplot을 통한 상관분석(Fig. 9)을 하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의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의

여, 변수들의 특성 분석에 참고하였다. Pairplot에서 blue dot는

복잡도를 규제하는 변수로, 각 데이터 포인트의 중요도를 제한하

0(pass), orange dot는 1(fail)을 의미한다.
Table 5 Parameter setting for autoencoder

3.2 품질 예측 모델 실험 - 오토인코더

Set

Table 4는 오토인코더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건이다.

Latent node Batch size

Set

Latent node Batch size

AE 1

3

8

AE 6

5

32

AE 2

3

16

AE 7

7

8

검증데이터는 validation split 값인 학습데이터의 20%로 설정하

AE 3

3

32

AE 8

7

16

였다.

AE 4

5

8

AE 9

7

32

AE 5

5

16

총 7,516개의 데이터 중 학습데이터는 4,500개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구성한 오토인코더 모델은 5개 층의 은닉층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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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분석 및 품질 예측을 수행하였다. 총 7,516

Table 6 Autoencoder model analysis results
Set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사이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서포트 벡터 머신과 오토인코더

AE 1

0.98

0.89

0.96

0.92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하며 보다 성능이 높은 모델을 찾고

AE 2

0.98

0.9

0.95

0.92

자 하였고, 각 모델을 비교한 결과,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한 품

AE 3

0.99

0.93

0.93

0.94

AE 4

0.98

0.87

0.95

0.91

AE 5

0.99

0.91

0.96

0.93

AE 6

0.97

0.87

0.86

0.87

AE 7

0.98

0.88

0.95

0.91

불구하고, 본 연구의 양품/불량의 이진분류 문제에 있어 가장 좋은

AE 8

0.99

0.92

0.98

0.95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AE 9

0.99

0.90

0.98

0.94

질예측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알고리즘상 커널트릭, 하이퍼 플랜으로 분리
를 통한 특징 추출 등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에도

본 연구 외에도,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사출성형 품
질예측 및 공정조건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신뢰

Table 7 Confusion matrix – AE 8

도있고,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Actual

Predicted

생각된다.

True

False

True

2669

26

차후에는 사출성형 공정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습

False

8

313

모델에 따른 차이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8 Hyperparameter for SVM

Hyperparameter

Value

C

0.001, 0.01, 0.1, 1, 10, 100

gamma

0.001, 0.01, 0.1, 1, 10, 100

Kernel

linear, r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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