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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속으로 동작하는 구름 베어링의 다  결함 조기 검출을 해 결함 특징 추출, 효과

인 특징 선택, 선택된 특징을 이용한 결함 분류의 세 단계로 구성된 결함 진단 기법을 제안한다. 1
단계에서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미세성분으로부터 통계  결함 특징을 추출하고, 
DET(distance evaluation technique)를 이용하여 추출한 결함 특징 가운데 베어링 다  결함 검출에 효과

인 특징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특징을 k-NN(k-Nearest Neighbors) 분류기 입력으로 사용함으

로써 결함을 진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결함 진단 기법의 성능을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95.14%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 다.

1. 서론

   회  기계는 산업 장에서 요한 략  치를 차지

하며, 특히 회  기계의 구성 요소인 베어링에 깨짐, 고착 

 어 남 등의 결함 발생 시 축 정렬 불량

(misalignment)  질량 불량(unbalance)으로의 2차  결

함 발생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경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회  기계의 안정 인 동작과 결함으로 인한 

경제  손실  인명 피해를 이기 한 신뢰성 있는 베

어링 조기 결함 진단 시스템 개발을 한 연구가 최근까

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베어링 조기 결함을 해 사용되는 신호로는 진동 신

호(vibration signal)가 표 이며 기계 설비의 주요 부분

의 결함 검출  원인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속으로 동작하는 베어링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진동 신호의 크기가 매우 작아 조기 결함 진단을 어

렵게 한다. 이에 한 안으로 최근 음향 방출(acoustic 

emission) 신호를 이용한 속 베어링 결함 진단 시스템 

개발과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음향 신

호를 이용한 베어링 결함 진단 시스템은 부분 결함 특

징 추출, 결함 진단을 한 효과 인 특징 선택  분류의 

세 단계로 구성 된다[2]. 먼  결함 특징 추출은 시간에 

따라 주 수 성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결함 신호의 비정상

(non-stationary) 인 특징으로 인해 시간-주 수 역 분

석 방법과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

인 시간-주 수 분석 방법인 웨이블릿 변환(wavelet 

* 교신 자

transform)을 이용하여 신호를 분석하고 다  베어링 결

함에 한 통계 값을 추출하여 특징 벡터를 구성한다. 이

와 같이 추출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특징 벡터는 

일반 으로 고차원이며 추출한 특징 모두를 분류기의 입

력으로 사용할 경우 차원의 주(curse of dimensionality)

에 의해 분류 성능의 하를 래할 수 있다[3]. 이를 해

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DET(distance evaluation 

technique)을 이용하여 특징의 민감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결함 진단에 효과 인 특징만을 일부 선택하여 분

류기의 입력으로 사용한다[4].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k-NN(k-Nearest Neighbors)[1] 분류기를 이용하여 다  

속 구름 베어링 결함을 진단한다.

2. 신호취득 환경  결함 유형

   본 논문에서는 베어링 조기 결함 검출을 해 정상 베

어링과 세 가지 유형의 베어링 결함 신호를 취득 하 다. 

결함 신호 취득을 한 실험 환경은 그림 1과 같으며 15 

의 속으로 동기(0.5 , 220 )를 동작시켜 실험

을 수행하 다. 신호 취득을 해 사용한 데이터 수집 보

드  소 트웨어는 미국의 PAC(Physical Acoustics 

Corporation)사의 제품을 사용하 으며, 음향 방출 센서는 

구동축의 베어링 하우징(housing) 부분에 부착하여 신호

를 취득하 다. 그림 2는 구름 베어링의 구성 요소인 내륜

(inner race), 외륜(outer race)  롤러(roller)에 발생한 결

함으로, 각 결함은 최  길이 6  , 깊이 0.6 의 크

랙(crack)이며, 다  베어링 결함 진단을 해 각 결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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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0.5  간격으로 90개의 샘 을 취득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 다.

그림 1. 정상 베어링  베어링 결함 신호 취득 환경

그림 2. 본 실험에서 사용한 베어링 결함

3. 속 구름 베어링 조기 결함 진단 시스템

3.1. 특징 추출

   앞서 1장에서 언 하 듯이 음향 방출 신호는 비정상

(non-stationary) 인 특징을 가지며 웨이블릿 변환

(wavelet transform)은 이와 같은 신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웨이블릿 변환은 모 함수(mother 

function)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다해상도

(multi-resolution)를 갖는 주 수 역으로 분해하여 근사

성분(혹은 주  성분, approximation)과 미세성분(혹은 

고주  성분, detail)으로 분해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근사성분과 미세

성분으로 분해하며 식 (1)과 같이 이산 웨이블릿 변환은 

스 일링 함수(scaling function) 와 웨이블릿 함수

(wavelet function) 로 구성된다.

  


 

  


 
(1)

  

여기서 은 스 일링 필터(혹은 주  통과 필터)의 계

수를, 은 웨이블릿 필터(혹은 고주  통과 필터)의 계수

를 각각 의미한다. 즉 입력 신호는 식 (1)의 주  통과 필

터  고주  통과 필터에 의해 두 개의 주 수 역으로 분

해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단계의 분해가 이루어지

며번째 단계 후의 주  통과 필터  고주  통과 필터

를 지난 후의 신호 와 는 식 (2)와 같다.

  


 

  


 
(2)

여기서 은 입력 신호이다. 식 (2)에서와 같이 주  

역  고주  역으로 분해된 후의 신호는 입력 신호

의 길이의 로 시간 해상도가 반으로 감소되어 다운 

샘 링(down sampling)이 가능하며 정보 손실 없이 다음 

단계로 분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분해 과정을 부 역 

부호화(subband coding)라하고 다음 단계로의 분해를 

해 와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앞서 언 하 듯이 

입력 신호는 모 함수에 의해 주 수 분할이 이루어지므로 

모 함수의 선택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신호의 

포락선 모양을 잘 반 하여 그 특성을 잘 나타내는 

Daubechies 2(혹은 db2)을 이용하 으며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음향 방출 신호의 포락선과 db2 웨이블릿 모 함수

   이와 더불어 베어링의 결함 특징을 잘 나타내는 주

수 역 선택을 해서는 한 웨이블릿 분해 단계를 

거치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신호에 해 1

단계와 2단계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한 후 고주  성분으

로 간주되는 베어링 결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미세성

분(detail)을 역변환 하고[5], 역변환 된 시간 역 신호를 

포락선 분석(envelope analysis)함으로써[6] 베어링의 결함 

주 수 성분이 보다 잘 나타나는 역을 특징 추출을 

해 사용한다. 그림 4는 1단계  2단계 웨이블릿 변환 결

과를 바탕으로 한 포락선 분석의 결과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 웨이블릿 변환 후 베어링의 결함 주 수 

성분을 더욱 잘 표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1단계 웨이블릿 변환 후의 미세성분을 이용하

여 12가지 통계  라미터(mean, crest factor, impulse 

factor, standard deviation, kurtosis, skewness, energy, 

peak, clearance factor, root mean square, latitude factor, 

absolute mean amplitude)[5]를 다  베어링 결함 검출을 

한 결함 특징(fault feature)으로 사용한다.

3.2 특징 선택
   속 구름 베어링 조기 결함 검출을 해 앞서 추출한 

12가지의 결함 특징 모두를 분류기(classifier)의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 차원의 주(curse of dimensionality)에 의하

여 분류 성능은 낮아지고 수행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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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단계( )  2단계(아래) 웨이블릿 변환 후 미세성분을 이용한 베어링 결함 별 포락선 분석 결과 

이를 해결하기 해 최근 결함 진단 연구에서는 추출한 

특징을 상으로 체 클래스(class)에 한 민감도

(sensitivity)를 측정하여 민감도가 높은 특징들을 일부 선

택하여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분류 성능을 향

상 시켜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징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한 표 인 방법인 DET(distance evaluation 

technique)를 이용하여 속 구름 베어링 결함 진단에 효

과 인 특징들만을 선택하며[4], 아래와 같은 네 단계를 

통해 각 결함 특징의 민감도를 측정한다.

Step  1  : 먼  번째 결함 특징을 상으로 번째 클

래스 내 샘 들 간 평균 거리  를 식 (3)과 같이 구

하며, 이때 는 번째 특징의 번째 클래스에 한 

클래스 내 군집정도(intra-class density)를 나타낸다. 

 × 
 

  
≠ 



     (3)

여기서 은 번째 클래스의 총 샘  개수를, 

 는 번째 클래스 번째 샘 에 한    번째 

특징 값을 각각 나타낸다. 다음으로 식 (4)와 같이 

번째 특징에 해 체 클래스의 군집정도

(entire-class density) 를 구하는데, 이때   값이 

작을수록 군집이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

여기서 은 클래스의 총 개수 즉 베어링 결함 개수로 

본 논문에서는 정상 베어링을 포함하여 총 세 가지 유형

의 베어링 결함을 진단하므로 의 값은 4이다.

Step  2  : 식 (5)는 번째 특징에 한 클래스 간 구별

정도(inter-class separability)를 나타낸다.

′ × 
 

  
≠ 



   (5)

 

여기서   
 
  



 이다.

Step  3  : DET는 식(4)와 식 (5)에서 구해진 값의 비 

를 이용하여 번째 특징을 상으로 체 클래스에 

한 민감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식 (6)과 같다. 

  ′ (6)

즉 는 가 최소이고 
′
가 최 일 때 최 가 되

며 이를 만족하는 결함 특징은 다  베어링 조기 결

함 검출을 한 가장 좋은 특징으로 간주한다.

Step  4  : 일반 으로  DET를 이용하여 특징을 선택

할 경우 임계값(threshold)을 두어 임계 값 보다 민감

도가 높은 결함 특징을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

써 결함을 진단한다.

3.3 분류기
   k-NN은 특징 공간에 있어 학습 샘 들에 가장 근 한 

테스트 샘 을 분류하기 한 패턴 인식방법으로, 학습 샘

들은 다차원의 특징 공간에 구성되며 클래스에 의해 여러 

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다차원 공간상에의 새로운 테스

트 샘 은 학습 샘 들과 k번째 이내로 가장 근 한 클래스

에 소속시키게 되며, 본 논문에서는 k를 2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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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선택

결함 별 분류 정확도
평균 정확도

내륜 결함 롤러 결함 외륜 결함 정상

임계값 학습(%) 테스트(%) 학습(%) 테스트(%) 학습(%) 테스트(%) 학습(%) 테스트(%) 학습(%) 테스트(%)
1 100 11.11 100 85.00 100 98.88 100 53.33 100 62.08

0.5249 100 96.11 100 77.78 100 99.44 100 98.89 100 92.56
0.1266 100 97.22 100 85.00 100 99.44 100 98.89 100 95.14

0 100 93.88 100 80.00 100 98.33 100 93.33 100 91.39

<표 1> DET에 의해 선택된 결함 특징에 따른 분류 정확도

4. 실험 결과

   표 1은 DET를 이용하여 얻은 분류 정확도로 다음과 같다.

 





×     (7)


 




     (8)

여기서  는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결함에 한 분류 정

확도, 
 은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결함의 수(본 논문에서 


 =60), 

 는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결함

이 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결함이라고 단된 결함의 총 

수, 은 총 결함 유형의 수(본 논문에서 M=4)를 각각 의미

한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임계값이 1일 경우에는 피크(peak)

를, 0.5249인 경우는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피크

(peak), RMS,  평균 크기(absolute mean amplitude)를, 

0.1266인 경우는 평균(mean)과 비 칭도(skewness)를 제외한 

나머지를 각각 결함 특징으로 사용하 다. 

그림 5. DET에 의한 결함 특징 별 민감도

표 1에서 DET에서 임계값을 0으로 한 경우는 추출한 12개의 

결함 특징을 모두 이용한 것으로 평균 91.39%의 분류 정확도

를 보 는데, 이는 DET를 이용하여 효율 인 특징을 선택하

여 얻은 95.14%의 분류 정확도보다 낮으므로 효율 인 특징 

선택이 성능 향상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속으로 동작하는 구름 베어링의 다  결함 조기 검출

을 해 본 논문에서는 음향 방출 신호를 이용하여 결함 

특징을 추출하 으며, DET를 이용 특징의 민감도를 평가

함으로써 베어링 결함 진단에 효율 인 특징을 선택 

k-NN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결함을 분류하 다. 본 논문

에서는 제안한 결함 진단 기법의 성능을 분류 정확도 측

면에서 평가하 고 모의실험 결과, DET에 의해 선택된 

결함 특징을 이용할 경우 모든 특징을 사용할 경우보다 

3.75%의 분류 정화도의 향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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