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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는 제조산업, 로봇 및 전기차에도 적용되면서
적용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모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모터 상태모니터링에 대한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
출력 모터의 경우 고위험 장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
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스핀들모터 진단
을 위해 특징기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진단모델을 제안한다.
특징기반 오토인코더는 다변량 시계열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
여 오토인코더의 입/출력 벡터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토인코더
의 계산량을 줄일 수 있으며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본 논
문에서 사용된 스핀들모터에 특징기반 오토인코더 진단모델을
적용한 결과, 스핀들모터 고장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1. 서

하여 잠재공간(Latent space)으로 보내고 축소된 데이터는 다시
디코더(Decoder)를 통해 원래의 차원으로 복원된다. 오토인코더
의 목표벡터(Target vector)는 입력벡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사
용되며 데이터의 레이블(Label)이 필요없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 및 시스템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m개의 특징을 가지는 입력벡터를          로 두
었을 때 인코더파트의 계산은 식 (1)과 같으며 결과 값으로 잠
재벡터(Latent vector)를 출력한다.
      
(1)
여기서  는 인코딩 함수이고 h는 잠재벡터이며  와  는
각각 인코더의 가중치행렬과 바이어스 백터이다. 디코더파트에
서는 잠재벡터를 다시 원래의 차원으로 복원하는 계산이 수행되
며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2)
여기서  는 디코딩 함수이고 는 추론된 벡터로 잠재벡터에서
원래의 차원으로 복원된 벡터이며  와  는 각각 디코더의
가중치행렬과 바이어스 벡터를 나타낸다. 오토인코더는 입력벡
터와 복원된 출력벡터간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되기 때문
에 식 (3)과 같이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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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전동모터는 제조산업 및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전기차 및 다양한 로봇에도 모터가 적용되어 적용
되는 분야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1]. 모터의 응용분야가 증가함
에 따라 모터 상태모니터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관
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조공정에 많이 이용되
는 스핀들모터의 경우 높은 출력을 내기 위해 고압, 고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스핀들모터의 이
상은 생산품 품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장치 또는 시
스템에 영향을 줘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한다. 따라서 안전한 작
업환경 조성과 생산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터 상태모
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2].
고장진단 방법으로는 크게 모델기반 방법과 데이터기반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 모델기반 고장진단은 대사잇스템의 물리적
정보로부터 명확한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며 파라미터 추
정, 패리티 방정식 및 칼만필터와 같은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델기반 고장진단은 물리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
거나 부정확한 경우 모델의 정확도가 매우 나빠질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진단성능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기반 고장
진단은 시스템 또는 장비에 설치된 센서데이터를 이용하여 진단
을 수행하거나 진단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데이터기반 고장
진단은 모델기반 고장진단과 달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사전지식
이나 전문가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양질의 데이터만 있다면
모델 구현이 가능하다[3]. 본 논문에서는 고장진단에 많이 적용
되는 데이터기반 모델인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스핀들모터 진단
방법을 제안한다.











  

2.2 특징기반 오토인코더

시계열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인코더에 적용할
경우 입력벡터와 출력벡터의 길이가 매우 길어질 수 있으며 다
변량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 입력벡터가 길어질 경우
계산해야 할 노드가 많아지면서 계산량이 증가하고 잠재공간으
로 데이터 벡터가 압축될 때 압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2. 특징기반 오토인코더
2.1 오토인코더

오토인코더(Autoencoder)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로 비
지도학습 기반 모델 학습방법이다. 오토인코더의 구조는 일반적
인 순방향 신경망(Feed forward neural network)과 유사한 형태
를 가지며 그림 1과 같이 입력층과 출력층의 노드수가 같도록
구성한다. 인코더(Encoder)에서는 입력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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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anilla autoencoder 구조

(a)

<그림 2> 하중 부가장치가 설치된 스핀들모터

본 논문에서는 다변량 데이터 처리 및 입력벡터의 크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에서 추출한 특징을 이용
하는 특징기반 오토인코더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특
징데이터는 스핀들모터의 진동센서 및 전류센서 데이터에서 추
출된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및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MS)으로 구성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된 스핀들모터는 60kW급 모터로 최대
30000RPM까지 회전 가능하며 그림 2와 같이 모터의 앞쪽 부분
에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하중 부가장치를 설치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센서로는 스핀들모터 내부에 전방 진
동센서와 후방 진동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스핀들모터 외부에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하나씩 부착하였다. 그리고 모터의 3상 전류
를 계측할 수 있도록 전류센서 3개를 설치하여 스핀들모터 전류
를 계측하였다.
특징기반 오토인코더에 사용된 특징 데이터는 스핀들모터 내
부에 장착된 2개의 진동센서 데이터, 외부에 장착된 2개의 진동
센서에서 각각 계측한 x축 y축 진동데이터 그리고 3상 전류중
u상 전류와 3상 전류의 RMS 값으로부터 평균값, 최대값, 최소
값, 표준편차 및 RMS를 계산하여 구성한 것으로 총 40개의 특
징을 가지는 입력벡터를 사용하였다.
특징기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스핀들모터 진단모델은 정상상
태의 스핀들모터 특징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
이 완료된 진단모델은 질의 벡터가 들어왔을 때 추정벡터를 출
력으로 내보내고 추정벡터()와 입력벡터( ) 사이의 오차값을
이용하여 스핀들모터를 진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곱예측오차
(Squared prediction error, SPE)를 복원 오차값 계산에
사용하였으며 SPE는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k번째 질의벡터의 잔차값이다.
    ∥  ∥ ∥
∥
(4)
그림 3은 특징기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스핀들모터 진단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3 (a)는 복원 오차값인 SPE 계산 결과를 보
여주며 검은색 실선은 정상상태 스핀들모터의 결과를 나타내고
파란색 실선은 고장이 발생한 스핀들모터 진단결과를 나타내며
빨간색 실선은 진단모델의 문턱값을 나타낸다. 그림 3 (b)는
SPE 결과값을 알람신호로 나타낸 것이다. 정상상태 데이터를
이용한 진단모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결과가 문턱값을 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지만 일부 결과에서 문턱값이 넘어
서 정상상태를 고장으로 판단하는 Type1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
러나 고장상태 데이터 진단의 경우 모두 고장으로 판단하여
Type2 오류는 0%로 정확하게 진단을 수행하였다.

(b)
<그림 3> 특징기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스핀들모터 진단
결과: (a) 복원 오차값; (b) 알람신호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징기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고성능 스핀들
모터 진단을 제안하였다. 오토인코더는 비지도학습 방법중 하나
로 데이터의 레이블이 필요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기 쉽고 다
양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계열 데
이터를 오토인코더에 적용할 경우 다변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 모델의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변량 시계열 데
이터의 특징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특징기반 오토인코더
를 사용하였다. 특징기반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스핀들모터 진단
결과를 보면 Type1 오류가 조금 발생하였지만 고장데이터는 정
확히 분류하여 Type2 오류가 0%를 기록했다. 고성능 스핀들모
터와 같이 고위험 장비의 경우 고장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Type2 오류가 낮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Type1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이동평균을 적용하거나 앙상블 모델을 적용해볼 예정
이며 스핀들모터의 상태를 여러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진단모
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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