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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을 이용한 고장 진단의 경우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고장 진단
모델의 학습된 지식과 정확도가 결정된다. 센서의 위치 등 불확
실한 요소가 존재하는 실제 공정에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과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
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진동 신호를 사용하는 고장 진단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증강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
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오픈 데이터셋에서 학습 데이터의
측정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할 때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과 사용하지 않
고 학습한 모델의 정확도 성능을 비교한다.
Abstract

1. 서

<표 1> CWRU 데이터셋의 클래스 및 수집 환경 목록

Type
Normal
Ball
Inner race
Outer race

론

고장 진단은 설비에 설치된 센서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분석하
여 설비의 작동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이다. 고장 진단은 신호가
발생하는 과정을 직접 모델링하는 방식에서 보다 복잡한 비선형
성을 모델링할 수 있고 개별 설비에 대한 경험적 지식 및 전문
지식이 덜 요구되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1]. 딥러닝으로 얻어진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이 충분할 때 좋은 성능의 모델
을 얻을 수 있다.
고장 진단 모델 학습을 위한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에
는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기계 설비의 경우 수명이 길고 설비
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기 전 대게 보수 조치가 취해지기 때
문에 고장 데이터를 얻는 것이 어렵다 [2]. 또한, 측정하는 센서
의 위치, 설비의 작동 조건 등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학
습 데이터를 수집할 때와 온전히 같은 상황에서 설비가 동작한
다고 볼 수 없다.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과적합하게 학습된 모
델의 경우 다른 환경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
할 수 있다 [3].
고장 진단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동 데이터의 경우, 주파
수 영역에서 정상과 고장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고장 진단
딥러닝 모델은 이러한 주파수 영역의 특징을 분류의 기준으로
학습한다 [4].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영역의 특징의 중요성과 환
경 변화에 따라 주파수 영역에 생기는 변화에 영감을 얻어, 주
파수 영역에서 데이터에 변형을 가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에 함께 사용하는 데이터 증강 방법을 제안한다.
2. 본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장 클래스는 다시 해당 결함의 크
기(Fault diameter)에 따라 나뉜다. 또한, 각 데이터셋은 네 가지
모터 부하(Motor load) 환경에서 측정되었다. 모터 부하가 바뀜
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 중 가장 고장 진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모터의 속도이며, 각 부하 정도에 따라 작동하는 모터의 대략적
속도는 <표 2>와 같다.
Fault diameter [mil]
7, 14, 21, 28
7, 14, 21, 28
7, 14, 21

Motor load [HP]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표 2> CWRU 데이터셋의 모터 부하 환경 별 모터 속도

Motor load [HP]
0
1
2
3

Motor speed [rpm]
1797
1772
1750
1730

<그림 1>은 모터 부하 조건 별로 전체 시계열 데이터의 주파
수 변환한 결과를 평준화하지 않고 그대로 한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예시로, Inner race의 14 mil 고장 클래스의 데이터의 파
워 스펙트럼은 <그림 1>과 같이 모터 부하 조건에 따라 달라진
다. 같은 종류의 고장의 경우, 모터 부하 변화에 따라 모터의 속
도가 달라지면서 주요 주파수의 위치는 거의 같으나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모터 부하가 달라짐에 따라
주요 주파수가 가지는 전력의 크기는 달라지나, 전력 변화에 규
칙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론
<그림 1> 모터 부하 별 데이터 파워 스펙트럼 비교

2.1 데이터 분석

본 장에서는 측정 환경에 따른 데이터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데이터셋으로는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WRU) 베어링 결함 데이터셋 [5]을 활용하였다.
베어링은 많은 회전 운동을 포함한 설비의 고장 원인이 되는 부
품으로, 해당 데이터셋은 고장 진단 연구의 대표 데이터셋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데이터셋은 <표 1>과 같이 정상 (Normal)
클래스를 비롯한 Ball, Inner race, Outer race의 세 가지 고장

2.1.1 데이터 증강

본 논문에서는 모터 부하 변화에 따른 파워 스펙트럼 양상 변
화에 규칙성이 관찰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어, 개별 주파수
별로 전력에 확률적 변화를 가한 뒤 변형된 데이터를 시간 영역
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데이터 증강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
으로, 클래스  의 데이터   가 주어졌을 때,   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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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에 대하여 주파수  별로 식 (1)과 같은 변형을 수
행한다.


    


for  ∊   


(1)

where ∼  

식 (1)에서  는 샘플링 주파수를 나타내며, 주파수 변환의 범위
는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할 때 Nyquist criterion에
의하여   로 정의된다. 전력 변동을 수행하는 상수  는 정
규분포  를 따르는 값으로 정의된며, 표준 편차 는
hyperparameter이다.
<그림 2>는 데이터 변형을 수행한 결과 예시이다. 주파수 별
로 개별적으로 랜덤 값을 생성하여 변형하여, 불규칙적으로 전
력이 커지거나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형한 데이터는 다시
시간 영역으로 변화하여 학습에 사용한다.




<그림 2> 주파수 영역에서의 데이터 변형 예시
3. 사 례 연 구

본 장에서는 모델 예측 정확도 변화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효
과를 검증한다. 데이터셋은 앞서 분석을 진행한 CWRU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으며 <표 1>의 정상 클래스 및 고장 클래스의 7,
14, 21 결함 크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10 개 클래스에 대한
고장 진단 모델을 학습하였다. 각 클래스의 원본 시계열 데이터
는 2024 샘플 단위로 분할하여 학습 및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학습 모델은 1D-CNN 레이어 6층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레이어
의 필터 크기는 7, 채널 수는 입력에 가까운 순으로 (8, 8, 16,
16, 32, 32)개로 설정하였다. 특성 추출 시 pooling layer는 사용
하지 않았으며, 활성화 함수로 tanh 함수를 사용하였다. He
initialization을 수행하였으며 최적화에 Adam optimizer를 사용
하였다.
<표 3>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한 모델과 사용
하여 학습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모든 결과는 각 test
case에 대해 5번의 결과를 평균한 값이다. 제안 방법의
hyperparameter인 는 0.5으로 설정하였다. 각 test case에서는
특정 motor load 데이터들만 학습 데이터에 사용하고 학습에 사
용하지 않은 다른 특정 motor load 데이터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총 12 가지 test case 중 8 가지 test case에서 제안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제안 방법을 통해 정확도 증가를 보지 못한 test case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3 HP의 motor load 데이터를 예측하는 경우였고
나머지 한 경우는 학습 데이터로 3 HP의 motor load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였다. Motor load 3 HP 데이터의 파워 스펙트럼을
살펴보았을 때, 주요 주파수의 전력이 10배 증가하는 등 극단적
이며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난수를 이용한 제안
한 데이터 증강 방법을 사용했을 때 motor load 3 HP에서 나타
나는 경향과 반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안한 방법으로 예측 정확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로 모
델의 주요 주파수를 특정하고 주요 주파수 별 전력 변동 방향
경우의 수에 대한 데이터 변형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력 크기 뿐 아니라 주요
주파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기본 모델과 제안 방법 사용 모델의 정확도 비교

Motor load
(Train → Test)
0→1
0→2
0→3
1→0
1→2
1→3
2→0
2→1
2→3
3→0
3→1
3→2

Test accuracy [%]
Baseline
Augmentation
90.29
100.00
93.37
99.03
86.02
83.04
95.40
98.15
99.95
100.00
91.32
82.14
93.53
95.98
91.31
97.93
93.68
90.93
86.07
87.17
81.83
84.66
95.72
94.41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장 진단의 대표 데이터셋 분석을 통해 데이
터 수집 환경 변화에 따른 진동 데이터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사용 가능
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안하였다. 사례 연구에서 학습 데이터
와 테스트 데이터의 수집 환경이 다를 때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
여 학습할 경우, 환경 변화로 인해 데이터의 양상이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데이터의 전력을 변동시킴으로써 변형 데
이터를 생성하였으나, 모터 속력 변화로 인한 주요 주파수 위치
가 변화하는 것은 데이터 증강 과정에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력 변형과 더불어 주요 주파수 위치를 변화하는 증강 방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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