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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bration analysis is widely used in machinery diagnosis and the wavelet transform has also been 
implemented in many applications in the condition monitoring of machinery. In contrast to previous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coustic signal can be used effectively along vibration signal to 
detect the various local fault, in local fault of gearboxes using the wavelet transform. Moreover, envelop 
analysis is well known as useful tool for the detection of rolling element bearing fault. In this paper, a acoustic 
emission (AE) sensor is employed to detect gearbox damage by installing them around bearing housing at 
driven-end side. Signal processing is conducted by wavelet transform and enveloping to detect her fault all at 
once gearbox using AE signal. 

1. 서 론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을 위한 기술은 산업

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용한 부분을 차
지하게 되었다. 상태 감시 시스템은 거의 모든 산
업 현장에 구축이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필요성 
또한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기계 설비의 상태 감시 및 진단을 위한 방법은 

BM (Break-down Maintenance, 사후정비), TBM(Time 
Based Maintenance, 시간기반 정비), D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상태기반정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TBM
에서 점차 CBM 으로 이동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
지만 CBM 역시 기계 설비에 결함이 발생된 이후

에 취해지는 정비 형태로, 설비 관리자는 더욱 빨
리 결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CBM 보다 
더욱 빨리 결함을 검출하고, 결함의 진행을 파악

하여 미리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예
후정비(Prognosis Maintenance)이다.  
예후정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되

어야 하는 것은 결함의 조기 검출이다. 결함을 조
기에 검출함으로써 진행 상태를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정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기계 설비 상태 감시 및 진단을 하고자 하
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책임저자, 회원, 경상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   

해양산업연구소 

E-mail : bgchoi@gnu.ac.kr 

TEL : (055)640-3186  FAX : (055)640-3188 

*   회원,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밀기계공학과 

**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밀기계공학과 

*** 회원, 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 

 



구동식 · 이정환 · 양보석 · 최병근 906 

AE(Acoustic emission)을 이용한 결함의 조기 검
출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AE 는 재
료의 내부에서 외력 또는 내력에 의해 발생되는 
탄성파를 검출함으로써 결함 진단에 사용된다. 이 
탄성파를 검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AE 
Technique 으로 고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AE 센서로 취득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수 kHz 에서 수 MHz 로 기계 
설비의 상태 감시 분야에 이용되기 이전에 비파괴 
검사를 위해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AE Technique 을 회전기계의 상태 감시에 이용하여 
결함을 조기에 검출하여 예지정비를 이루고자 하
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AE Technique을 이용한 상태 감시 분야에서 주
로 진행된 부분은 베어링 결함 검출이다.(1,2) 베어

링의 결함 검출에 사용된 AE신호는 포락처리

(Envelop analysis)를 통해 그 유용성이 확인되었

다.(1~3) 하지만 베어링 결함 검출에 비해 기어 결
함 검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연구가 미약한 상태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AE 신호를 이용하여 

베어링 결함에서 그 유용성이 확인된 포락처리와 
기어 결함 진단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기어의 결함 검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신호처리 

2.1  포락처리(Envelop Analysis) 
포락처리는 크게 다음과 같이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BPF(Band Pass Filtering) 
② Rectification  
③ Hilbert Transform 또는 Low Pass Filtering 
④ Power Spectrum 
Band Pass Filtering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나타나

는 기계적 진동 요소들과 관련된 높은 진폭값들과 
랜덤한 노이즈를 제거하게 된다.(2,3) 가장 효과적인 
Band Pass Filtering 영역은 베어링 요소의 고유진동

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주파수 영역은 베어링

의 재질적 성질과 방향성을 고려하여 이론적을 계
산하거나, 임팩트 테스트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베어링과 이웃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베어링만의 
고유진동수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더
욱이 베어링 하우징과 베어링에 조립되는 요소들

에 의한 응답 모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론적 계산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어려운 
작업이다.(4) 이러한 이유로, 포락처리를 위한 Band 

Pass 영역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처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영역을 ① 100 kHz∼500 
kHz, ② 500 kHz∼750 kHz, ③ 750 kHz∼1000 kHz, 
④ 1000 kHz∼1500 kHz, ⑤ 1500 kHz∼2400 kHz로 
5 개의 단계로 나뉘어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포락처리와 웨이블릿 변

환을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포락처리의 앞에 웨이

블릿을 첨가하여 신호처리를 수행하였으며, Band 
Pass Filtering 이후에 웨이블릿 변환을 첨가함으로

써 포락처리에 웨이블릿 변환이 첨가된 영향도 살
펴보았다. 

 
2.2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 
웨이블릿 변환은 기어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연

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신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충격파를 찾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 의 Wavelet Tool Box 에 포

함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웨이블

릿 변환 함수는 도비치(Daubechies)로 그 레벨은 
최초 8 로 설정을 하여 신호 처리를 하였다. 
Matlab 의 Wavelet Tool Box 에서 수행되는 웨이블

릿 변환은 Fig. 1 과 같다. 웨이블릿의 레벨이 증가

될 때 신호는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저주파와 
고주파로 나뉘게 된다.  

그러므로 레벨이 증가될수록 출력되는 신호는 
저주파수가 되는 것이다. 예로 신호의 주파수 범
위가 100 kHz ∼500 kHz 라 하고, 웨이블릿 레벨을 
3 으로 설정한다면, 웨이블릿을 거친 신호의 주파

수는 레벨 1 에서 300 kHz ∼500 kHz, 2 에서 200 
kHz∼300 kHz, 3 에서 150 kHz∼200 kHz 가 된다. 

 
2.3 신호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포락처리와 웨이블릿 변환은 

각각에 대한 처리 결과와 함께 사용하되었을 경우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Fig. 2 와 같이 5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 Wavelet transform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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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gnal processing 

3. 실험 방법 

3.1 실험장치 
실험을 위해 사용된 모터 및 기어상자는 Fig. 3

과 4 에 나타내었다. 기어상자는 유욕(Oil-bath) 윤
활 형식으로 2 개의 기어를 상하로 설치하고, 4 개

의 테이퍼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였다. 베어링의 
롤러는 17 개로 내륜의 결함 주파수는 300.1 Hz 이

며, 외륜의 결함 주파수는 124.8 Hz 이다. 모터는 3
상 유도전동기로 최대 운전속도는 1800 rpm 이며, 
실험을 위한 운전속도는 1500 rpm (25 Hz)로 고정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3 에서와 같이 AE 센서는 기어상자의 측면

에 모터 축과 동일한 높이에서 베어링과 가장 가
까운 위치에 설치를 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기어

는 Fig. 4 에서와 같이 이 수가 50 개인 피니언과 
70 개인 기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하를 가하기 위하여 기어상자의 모터 

반대 측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1.2 kNm
의 부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Fig. 5 는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Table 1 은 기어상자의 
사양을 나타낸다. 
피니언의 GMF(Gear Meshing Frequency)는 1250 

Hz 로 기어 결함 검출에 있어서 중요한 주파수이

다. 이는 축의 회전 주파수에 잇수를 곱한 것으로, 
기어 상자에서 필히 발생되는 주파수이다.  

 
3.2 실험과정 
실험은 정상 피니언과 임의의 위치에 크랙이 부

가된 피니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크랙이 부가

된 피니언에 대해서, AE 센서를 통해 취득된 신호 

Table 1 Specifications of experiment system 

 Pinion Gear Bearing(NSK HR32206J)

Number of 
teeth 50 70

Number of 
rolling 
element 

17 

Speed of 
shaft 

25.01 
rev/s 

Diameter 
of outer 

race 

62 
mm 

Meshing 
frequency

1250 
Hz 

1750 
Hz

Diameter 
of inner 

race 

30 
mm 

BPFO: 
124.8 Hz

BPFI: 
300.1 Hz

FTF: 
7.34 Hz

BSF: 
42.87 Hz

 
 
 

 

Fig. 3 Experiment system 

 

 

Fig. 4 Gear and pinion in gearbox 

 

Fig. 5 Installed AE system in experi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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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부하 상태에서 모터의 기동 이후 40 분 경과 
시에 저장되었으며, 부하를 가한 후 45 분이 
경과한 후에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정상 피니언의 
경우 모터 기동 후 1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저장되었다.  

AE 센서, 증폭기, DAQ 보드 및 소프트웨어는 
PAC 사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AE 센서는 
Broadband 타입으로 100 kHz 에서 1 MHz 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가지며, 최대 피크를 보이는 
주파수는 273.44 kHz 이다. 증폭기는 20/40/60 dB 의 
Gain 을 설정할 수 있다. DAQ 보드는 최대 샘플링 
주파수 10 MHz 로 2 채널로 구성되며, Desktop 
내장형을 사용하였다. 

AE 신호는 센서를 통해 증폭기를 거치게 
되는데, 증폭기의 설정은 60 dB로 하였으며, 
증폭기에서 증폭된 신호는 데이터 수집 보드를 
통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었다. 
데이터 취득을 위해 설정된 샘플링 주파수는 5 
MHz이고, 저장된 데이터 개수는 5X106개이다.  

Fig. 6 은 실험에 사용된 크랙을 부가한 
피니언으로, 크랙의 크기는 폭 0.2 mm, 깊이 2 mm 
(지름의 2%)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기어는 어떠한 
열처리도 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다. 

 

4. 실험결과 

4.1 정상 피니언 
사전 분석 과정에서 웨이블릿 변환의 레벨이 5 

이상인 경우, 파워스펙트럼에서 노이즈의 레벨이 
높아 GMF 가 나타나지 않아, 웨이블릿의 레벨을 
4 로 낮추어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Case 에 대하여 GMF 를 확인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파워스펙트럼을 
표현하였으며, 25 Hz 는 운전주파수이다. 그리고 
운전주파수의 조화성분들인 50 Hz(2X), 75 Hz(3X), 
100 Hz (4X)가 모든 파워스펙트럼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상 피니언에 대한 Case 1 에 대한 결과는 Fig. 

7 과 같이 GMF 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Case 2 ~ 5 의 경우, Fig. 
8 과 같은 형상으로 모두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다. 

 

 

 

Fig. 6 Pinion seeded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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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se1 power spectrum of normal pinion 

 

 
Fig. 8 Case 5 power spectrum of normal 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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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균열 피니언 – 40분 후(무부하) 
균열 피니언에 대한 결과는 Fig. 9 및 Fig. 10 과 

같다. 정상 피니언의 경우 모든 Case 에 대해서 
1250 Hz 와 2500 Hz 를 중심으로 GMF 와 운전주파

수의 측대역파 성분이 낮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

였으나, 이에 비해 균열을 가지는 피니언인 경우 
Case 3 과 Case 5 에서 GMF 인 1250 Hz 근처와 그 
2 배수인 2500 Hz 주변에 정상 피니언에 비해 높
은 피크가 나타났다.  

Fig. 9 와 Fig. 10 에서와 같이 정상 피니언의 경
우엔 약하게 나타나던 2 배의 GMF 가 정상 피니

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어가 결
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Case 3 power spectrum of crack pinion 

 

 
Fig. 10 Case 5 power spectrum of crack pinion 

 

4.3 균열 피니언 - 45분 후(부하-1.2 kNm) 
Fig. 11 과 Fig. 12 와 같이 부하가 가해졌을 경우 

운전 주파수 및 그 조화성분들의 진폭값은 GMF
의 진폭값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GMF 의 1250 Hz 를 중심으로 높은 진폭값

을 보이고 있으며, 그 2 배수인 2500 Hz 역시 높은 
진폭을 보이고 있다.  

Case 3 은 BPF 가 500 kHz ~ 750 kHz 의 영역이며, 
Case 5 는 Case 3 과 같이 필터링된 신호를 웨이블

릿 변환을 통하여 기어에 의한 주파수를 더욱 강
조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11 Case 3 power spectrum of crack pinion in load 

condition 

 

 
Fig. 12 Case 5 power spectrum of crack pinion in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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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AE 신호를 이용한 포락처리는 베어링에서 발생

되는 미세한 충격파를 검출하는데 유용함을 이용

하여, 기어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웨이블릿 변환

을 포락처리에 추가함으로써 그 영향을 살펴보았

다.   
AE 신호를 신호처리 과정 없이 사용할 경우, 

매우 높은 샘플링 주파수로 인해 결과로 나타나는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는 결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포락처리 또는 웨이블릿 변환

을 통하여 기어에 대한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포락처리 과정 중 Band Pass Filtering 이후 웨이

블릿 변환을 첨가함으로써 기어에서 발생되는 
GMF 를 더욱 명확히 판별할 수 있어, 이는 기어 
결함을 조기에 검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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