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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오토-엔코더 알고리즘[1-3]을 기반
으로 하는 협동 로봇의 실시간 고장진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협동 로봇은 산업 제조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자동화 장비와 달리 협동 로봇은 작업자
와 같은 공간에서 동작하므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생산성 저하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상해 위헙이 있으므로 고장을 빨리 진단
할 필요가 있다. 오토-엔코더 알고리즘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코딩을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의 한 유형으
로, 고장의 징후가 없는 일상적인 상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셋
을 이요하여 고장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본 논
문에서 소개하는 시스템은 협동로봇의 고장 여부를 인식하기 위
하여 협동 로봇의 말단부에 진동 센서를 부착하고, 진동 센서로
부터 수집되는 진동 데이터를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을
적용하여 전처리한 이후, 오토-엔코더를 적용하여 고장 여부를
판단하였다. 매 1초 동안 기록된 진동 정보와 고장 여부를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현재 로
봇 상태와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토-엔코더 알고리즘의 학습을 위해서는 정상상태의 데이터 입
력이 필요한데, 협동 로봇의 pick-and-place 동작을 모사하여 반
복 동작을 수행하고, 이를 학습에 사용하였다[4]. 마지막으로 소
형 펌프 모듈을 제작하는 자동화 조립라인의 협동로봇에 적용하
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Abstract

1. 서

론

산업용 조립, 이송 자동화의 핵심 구성품으로 보급이 확산되
고 있는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로봇의 고장 발생 시 함께 작업하는 작업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제조사에서는 외부 충격 감지를 통한 긴
급정지 등의 안전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로봇이 물체를
잡거나 이송할 때 발생하는 충격이나, 로봇 엔트이펙트의 동작
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과 실제 외부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충
격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충격 외에 부품
의 마모 등에서 발생하는 고장을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 제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실시간 고장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시간 고장진단
을 위해 로봇의 말단부에 진동 센서를 부착하여 수집된 진동 데
이터를 기반으로 Auto-encoder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고장진단
방법[4]을 적용하였다.
2. 본

<그림 1> 고장진단 및 진동모사를 위한 시스템 구성

DAQ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장진단 시스템과
TCP/IP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DAQ 장치의 I/O 모듈과
로봇제어기의 긴급정지 입력 터미널을 연결하여 고장 발생시 로
봇의 긴급 정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한 네트워크에
Windows가 설치된 PC를 연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였
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고장진단 시스템 역시 TCP/IP를 통해
로봇 상태와 고장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봇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를 통해 수집된 진동 데이터는 매
0.1초 동안의 진동 신호를 Continuous Wavelet
Transform(CWT)를 사용하여 이미지화 하고, 이를
Auto-encoder의 입력 신호로 하였다. Auto-encoder는 로봇의
정상상태 데이터를 학습시켰으며, 입력 신호와 Auto-encoder의
출력 신호를 비교하여 픽셀의 값 차이의 평균값을 loss로 정하
였다. loss값이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
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측정되는 로봇 진동 데이터와 loss값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여 표시하고, 고장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론

2.1 시스템 구성 및 고장진단 방법

협동 로봇 실시간 고장 진단 시스템은 협동로봇, 고장진단 시
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과 같이,
협동로봇은 두산로보틱스사의 협동로봇을 대상으로 하였다. 로
봇의 말단부에 위치한 그리퍼 연결 구조물에 가속도 센서를 설
치하였으며, 모의 고장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무게추 및 소형
서보모터를 적용하였다. 가속도 센서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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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장 모니터링 프로그램

2.2 Auto-encoder 구성

Auto-encoder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태의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정해진 pick-and-place를 반복하여 동작하는 로봇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pick-and-place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에
따라 다양한 세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표준화 하
기 위하여 그리퍼를 X, Y, Z, X-Y, X-Z 및 Y-Z 방향으로 동작
하는 모션을 생성하고, 각 모션을 100회 반복하면서 정상상태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획득한 진동 데이터를 전처리 하기 위해
CW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약 240개의 진동 이미지를 획득하였
으며, 획득한 데이터를 8:2로 나누어 각각 traning과 validation
set으로 구성하여 학습하였으며, 그림3과 같이 최종 loss가 1%
미만이 되도록 학습을 완료하였고, 이 결과를 적용했을 때 이상
상태가 감지될 수 있도록 threshold를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였
다.

3. 결과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협동 로봇의 실시간 고장진단을 위하여 로봇과
독립적으로 구성된 고장진단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고장
진단 시스템은 로봇의 외부에 진동센서를 부착하고, 진동 센서
에서 계측된 진동 데이터를 CWT와 Auto-encoder 방식을 이용
하여 고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안한 고장진단시스템을 실제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라인
에 적용하여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실증 여부를 판단하였다. 제
안한 시스템은 pick-and-place 동작을 수행하는 로봇의 고장 발
생시 1초 이내에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확
인하였으며, 이는 고장상태의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생산자동화
환경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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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est & Validation 결과
3. 결과 및 토의

그림 4와 같이 최종 성능 검증은 실제 plant에서 실제 데모
동작을 수행하며 실시간으로 수행하였다. 매 샘플링 주기마다
진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CWT 동작을 수행하고 학습된 모델에
입력하였으며, 이 때의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의 픽셀당 수
치 차이의 평균을 오차로 보고 오차가 기준값을 넘을 때를 고장
상태로 판단하였다. 실시간 동작 검증은 진동추를 이용하여 강
제로 fault를 발생시켜서 1초 이내에 이상을 감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제안된 시스템에서 20회 측정한 결과 모든 경우
에 이상상태를 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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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장 감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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