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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Semi-supervised Learning 방식의 이상감지 방법을 제안한다. 취득한 소음 데이터를 이미

지화 시킨 후 Convolution AutoEncoder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고장 데이터와 정상 데이

터 간의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한 이상감지는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

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키워드: PHM(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AutoEncoder, 

기계 이상 감지(Machine Anomaly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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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기계 장치의 이상 및 고장 감지는 경험 기반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에 따른 가동 중단, 정상 부품 

교체 등 비용 손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따르는 비용 절감을 위해, PHM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과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의 접목을 통한 

기계 가동 관리와 이상 감지 시스템을 제시한다. Edge Computing으

로 처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상을 감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II. The Proposed Scheme

1. Hardware Architecture

Fig. 1. Hardware Architecture

모형은 지하철 공기조화기의 일부분을 유사 구현하였다. 바닥 마감

재는 고무 방진 패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취득시 잔진동을 최대한 

줄였다.

모터
3상 유도 모터(1hp, 

0.75kw)

모터의 회전 속도 1100rpm

V폴리 126mm

V벨트 39인치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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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ftware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는 다음과 같다.

Fig. 2. System Architecture

공기조화기 모형에서 5초를 주기로 센서를 통해 소음 데이터를 

센싱한다. Edge단에서 노이즈 제거, 특징 추출 등의 데이터 전처리 

이후 이상감지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데이터의 이상을 분류한다. 

이상, 정상을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Fig. 3. Mel-spectogram, Chroma-stft

이상 감지 모델은 합성곱 AutoEncoder를 사용하였으며, Epoch는 

200을 주었고 손실 함수는 MSE(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였다. 

MSE의 loss율이 낮을수록 더욱 원본에 가깝게 복원한 것이며,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는 공기조화기 모형에서 취득한 약 5초가량의 정상 

소음 데이터 3341개를 사용하였다. 노이즈 제거를 위해 wav파일 

변환을 수행하였고, bitrate=16, frame rate=22050, window width=4

로 설정하여 변환을 진행하였다. 이후, Chroma-stft와 

Mel-spectogram 2가지의 이미지로 변환하여 합성곱 AutoEncoder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때 Chroma-stft는 약 0.01정도의 복원 

loss율을, Mel-spectogram은 0.0006 정도의 복원 loss율을 보여 

Mel-spectogram을 합성곱 AutoEncoder의 Input으로 선정하였다.

III. Experiments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상 감지 모델이 정확히 이상을 감지하는지, 

그리고 외부 소음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센싱한 

데이터를 통해 이상을 감지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상 소음 발생 

원인은 V벨트의 사이에 이물질을 삽입하여 이상 소음을 만들었으며, 

Edge Computing에 사용할 단말기는 Nvidia Jetson Xavier를 사용하

였다. 가동 시에 정상 데이터의 평균적인 loss율은 0.008 전후로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와는 약 0.0073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같은 환경에서 이상 소음의 loss율은 0.03 ~ 0.04 전후로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의 차이는 대략 0.02~0.03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외부소음

의 경우 인위적으로 60~70dB 이상의 노래, 음성 등을 통해 테스트를 

하였으며, 그 결과 loss율은 0.01 전후로 출력되는 등 정상 소음의 

범주에서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4. Monitoring

수집한 데이터와 분류 결과는 모두 서버의 DB에 저장하였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 json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ajax 통신을 사용하였다.

두 그래프의 x축은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시간이며, 좌측 

그래프의 y축은 MSE(Mean Squared Error)의 loss 값을 나타낸다. 

우측 그래프의 y축은 mfcc의 평균값을 주었으며 mfcc의 평균값을 

통해 공기조화기의 가동시와 비가동시를 분류하였다. 이상이라 판단

되는 wav파일 데이터가 있을 시 서버에 저장하여 전문가가 2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정상적인 소음 데이터만을 이용한 Semi-supervised 

Learning 방식의 이상감지방법을 제안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이상감

지 및 고장 유형 분류를 진행하기에는 고장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 

간의 Data Unbalance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합성곱 AutoEncoder를 사용한 

이상감지는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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