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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Bosch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통해 기계학습 기법인 logistic regression과 missing 
value를 처리해주는 논문을 쓸 것이다. 공모전의 데이터를 보면 99.4% 성공률이고 0.6%는 실
패율이다. 일반적인 logistic regression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류가 치우쳐져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변형된 logistic regression 연구를 하려고 한다. 또한, 종속변수 대부분이 누락 된 값이 많
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해보고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논문을 써보려고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독일 최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Bosch사는 생산하는 부품의 불량품 판정을 더욱 정확
히 하기 위해서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부품들이 양품인지 불량품
인지 예측하는 것으로 우리의 빅데이터 분석 능력과 스파크 툴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고 생각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현재 Bosch사의 기존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는 99.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
나 불량품 판정은 양품이 대부분이고 불량품이 아주 소수인 특수한 경우로서 대부분의 양품 판정
을 올바르게 했어도 하나의 불량품을 잘못 판정하였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면 Bosch사가 앞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데에서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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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Bosch라는 독일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의 각 Line, Station, Feature 별 부품이 조립되
어 나와 최종 상태가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예측한다. 각 라인별 센서 값을 토대로 마지막 부품 상
태를 예상하는 것인데 0이 정상 1이 비정상이다. 예측 모델이 99.4%라는 높은 정확도가 나오는
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가 목표이다. 두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Missing Value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고 둘째가 일반적인 Logistic Regression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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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1. Bosch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용도를 추측해본다.
2. missing value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이 중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여 최대한 
오류가 적은 모델을 선정한다.
3. 선정한 모델을 이용하여 이에 어울리는 회귀 분석 모델을 연구해보고 변형한다.
4. 이를 종합하여 논문을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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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Missing value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Bosch사가 제공한 빅데이터에 맞게 
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을 변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이 시스템의 성능은 가능한 Bosch의 최종 부품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별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한다. 

2.3.3. 시스템 구조 

�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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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앞으로 Bosch 회사의 생산라인을 거치는 모든 부품의 결과를 더욱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99.4%라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더욱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면 
Bosch의 생산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센서값이 Missing Value인 경우에는 보통 평균값을 넣는 것과 달리 진행될 것이다. 일반적인 
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정확도를 올릴 수 없어 변형된 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Bosch뿐 아니라 다른 큰 부품회사에서도 큰 효
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Ubuntu인 컴퓨터 5개를 사용한다. 컴퓨터 1개는 Master 용이
고 나머지 4개는 Slave 용이다 각각에는 하둡이 설치되어있고 하둡의 구성요소인 스파크와 셸을 
주로 개발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언어로는 Python과 Scala와 Script Shell을 쓸 것이다. 프로
젝트의 결과물은 하둡 분산파일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서 각각 컴퓨터의 셸을 통해 결과물을 확
인할 수 있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소스 코드 파이썬 코드 Missing Value를 처리 함수 Spark

파이썬 코드 변형된 logistic regression 모델 함수 Spark

문서 논문 연구 결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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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분석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컴퓨터의 성능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는 5대의 컴퓨터로만 분산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효
율적으로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3.2.2. 소프트웨어 

이미 99.4%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문제일 것이
다. 우선 Bosch사에서 제공한 빅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알맞게 Missing value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리고 Missing value 처리를 완료한 새 데이터 셋으로 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을 조정해보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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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5. 프로젝트 비용

이름 역할

이동우
- 하둡 클러스터 설치 
- Missing Value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최은헌
- 전체적인 자료분석
- 변형된 Logistic Regression 사용에 대한 연구

손명준
- 전체적인 자료 분석
- 전체적인 코딩

항목 예상치 (MD)

5대 컴퓨터에 하둡 설치 4

공모전 데이터 분석 3

Missing Value를 처리하는 여러가지 모델 개발 5

최적의 모델 선택 후 오류 최소화 연구 5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논문 작성 3

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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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하둡 클러스터 설치

문제 분석

관련분야연구
자료 분석

알고리즘 문제 적용 연구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캡스톤 디자인 I Page �  of � 제안12 16
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기계학습을 통한 부품 결함 예측 모델 개발
팀 

명 코드이스케이프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6-09-12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6~9-3 2016-09-22

설계 완료
개발 환경 완성 (하둡 클러스터 설치)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8-25 2016-9-5

1차 중간 보고

Missing Value 처리 
산출물 : 
1. 프로젝트 1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구현 소스 코드

2016-9-22 2016-10-20

2차 중간 보고

변형된 Logistic Regression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 구현 소스 코드

2016-10-20 2016-11-1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시연 코드, 

2016-11-10 2016-11-13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버그 수정

2016-11-13 2016-11-17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논문

2016-11-17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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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최은헌 전체적인 자료분석, 변형된 Logistic 
Regression 사용에 대한 연구

2016-09-0
3

2016-11-2
4 20

이동우
하둡 클러스터 설치,공모전 데이터 분석 
Missing Value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2016-09-0
3

2016-11-2
4 20

손명준
Tensorflow와 Python 코딩, Missing 

Value 처리해주는 여러가지 모델 연구 및 
개발

2016-09-0
3

2016-1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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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클러스터용 PC 5대 Dell 2016-09-0
3

2016-1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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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
도 저자 기타

1 서적 Learning Spark 2015-
10-15

박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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