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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지 설비 중 주요 회전기기인 펌프의 이상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현재 인공지능을 활

용하여 생산현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외산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비해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VAE(Variational Auto Encoder) 알고리즘을 활용해 회전기기의 고장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한 회전기기의 고장 예지·진단 시스템 개발로 설비의 이상 징후 

포착, 부품의 교환 시기 등 보수 일정을 예측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통한 설비 가동의 효율 증대와 에너지 비

용 감소의 효과를 기대한다.

키워드: 회전 기기(Rotating Equipment), 오토 인코더(Auto Encoder). 딥러닝(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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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로써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생산관리 

솔루션 활용 전략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전자·부품 같은 조립가공 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인공지능 기술은 금속·화학·에너지와 같은 프로세스 산업으

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발전으로 현장 기기의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분석해 필요한 의사결

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최고의 생산 효율을 낼 수 있는 생산기지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국내 스마트팩토리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HW, SW 분야의 주요 기술의 

경쟁력이 선진국의 70% 미만 수준으로 기초 기술 연구 개발에 많은 

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은 국내 실정에 맞는 선행 

연구 자료가 없어 외산 솔루션에 의지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고장 진단 알고리즘 개발 방법을 제안한

다. 비교적 복잡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CWT (Contious Wavelet 

Transform) 변환을 VAE (Variational Auto Encoder) 모델에 적용하

여 설비의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 비정상 데이터가 없이도 이상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빈번하게 과적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개발로 고도화된 모델을 통해 공정상의 고장과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장비 부품의 수명을 예측함으로써 

설비비용 절감 및 설비 다운타임 축소를 기대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회전기기에 대한 연구는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ASC 

2008에서는 회전기기 중 Centrifugal pumping system에 대해 7가지 

결함 부위를 인공신경망을 통해 분류하는 기술을 제안했다.[1] 이 

중 진동데이터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진동 데이터는 

소리, 온도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기계의 이상 동작을 분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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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되는 특징 데이터 중 하나이다. 그중 로터와 베어링의 파손 

여부는 회전 기기의 상태에 핵심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로터, 베어링이 파손되었을 시 진폭이 커지고, 진폭의 균질함(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2] 하지만 진폭이 크다, 

작다, 균질하다는 단순 판별 여부로 기계가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결함 부위에 따라서 

신호가 나타내는 패턴 양상이 다르게 표출되며, 파손의 정도에 따라서

도 진동 데이터의 측정값은 다른 양상으로 표출된다.[3]

Fig. 1. 회전기기 결함 부위에 따른 진폭 변화 예시

기계가 이상이 있더라도 진폭이 낮거나 균질한 데이터 사례가 

다수 있어 수학 모델링이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SIFT, CWT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 판별을 

진행할 예정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펌프의 고장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방법을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2) 데이터 분석, (3) 모델 학습 및 평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진이 개발한 진단 시스템의 적용 대상은 통영생산기지 

LNG 생산공정의 2차 펌프이다. 2차 펌프는 액체상태의 LNG를 

기화시키기 전에 고압으로 압축함으로써, 높은 압력으로 인해 전국 

공급 배관망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적용 

대상 펌프는 정비 후 가동시간이 다른 두 개의 2차펌프(500시간, 

9000시간)이며, 두 펌프 모두 현재 정상 상태의 펌프이다.(이하 500시

간 조건의 펌프를 ‘펌프1’, 9000시간 조건의 펌프를 ‘펌프2’로 칭함) 

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HW(DAQ)

와 SW를 개발했다.

Fig. 2. 진동 데이터 수집을 위한 HW, SW 구성

항목 내용

수집기간 2018.12.20~2020.05.21

수집항목
펌프1 진동센서 2채널, 

펌프2 진동센서 2채널

데이터 유형 CSV(Comma-Separated Value)

샘플링 레이트(Hz) 6400

Table 1. 수집 데이터 개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을 수행할 때는, 부동소수점을 

16비트로 하여 불필요한 데이터의 정밀도를 낮추었다. 또한, 

HDF5(Hierarchical Data Format version 5)형식으로 변환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및 빠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2. 데이터 분석

2.1 통계적 분석 

측정된 raw 진동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펌프 2의 

진폭이 더 크며 저주파 성분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진동데이터 가시화

진동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징값들인 RMS (Root Mean 

Square), Peak to Peak, Peak 값들이 모두 펌프 2가 높았으며,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했을 때 펌프 2의 평균, 분산, 첨도(Kurtosis)의 

값이 컸으며 비대칭도(Skewness)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ig. 4. 데이터 분포

2.2 주파수 분석 

FFT(Fast Fourier Transform)[4]을 통한 주파수 분석 결과 펌프 

1에 비해, 펌프 2에서 500~1000Hz 사이의 저주파수 성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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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펌프1 펌프2

채널1

(Amplitude)

(Frequency(Hz))

(Amplitude)

(Frequency(Hz))

채널2

(Amplitude)

(Frequency(Hz))

(Amplitude)

(Frequency(Hz))

Table 2. FFT 분석 결과 

진동 데이터를 시간-주파수 도메인의 2차원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

하면 1차원의 raw 진동 데이터보다 데이터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은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고차원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에 유리하므로 진동 데이터를 시간-주파수 도메인의 이미

지 형태로 변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진동데이터의 이미지 변환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5]은 시간축

을 따라 설정된 Window 만큼만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주파수 정보를 모두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Window 크기에 

따른 시간 축과 주파수 축의 해상도가 trade-off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첨예도(Kurtosis) 분석을 통해 Window 크기를 256으로 결정하였다.

Fig. 5. STFT 첨예도 분석 결과

3. 모델 학습 및 평가

3.1 모델 선정

학습을 위해 수집된 진동데이터는 모두 정상 상태의 펌프에서 

측정된 데이터이다. 이러한 데이터 보유 조건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에 

정상 데이터만을 입력하여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고, 이 분포로부터 

특정 임계치를 벗어나는 경우 이상으로 분류하는 이상탐지 모델 

구축 방법이 유효하다. 본 모델에서는 정비 후 가동시간이 적은 펌프 

1을 정상 데이터로, 펌프 2는 비정상 데이터로 간주하여 모델 개발을 

진행하였다.

3.2 Auto Encoder

Auto Encoder(이하 AE)는 입력된 데이터를 압축한 후 복원해 

내는 인공지능 모델로, 데이터 압축 및 차원축소, 노이즈 제거, 이상탐

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AE를 활용한 이상탐지는 

정상 데이터만을 입력 및 복원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며, 

비정상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경우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복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본 모델에서는 SIFT 변환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은 복원 

결과에 대한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펌프 1은 비교적 잘 

복원하여 값이 낮지만 펌프 2는 펌프 1보다 값이 높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 데이터 복원을 통한 이상탐지 기법

3.3 Variational Auto Encoder

AE 모델의 이상탐지 성능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학습을 

오래할수록 모델이 데이터에 과적합(Overfitting)하는 경우가 발생하

였다. STFT로 변환된 이미지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라 

모델이 이미지 자체를 외워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WT (Contious Wavelet Transform) 변환을 적용하였다. 

CWT 변환은 시간축-주파수축의 trade-off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비교

적 복잡한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변환에 사용한 

웨이블릿 기저 함수는 진동의 파형과 유사한 Morlet Wavelet이다. 

아래 표는 펌프데이터의 CWT 변환을 적용한 결과이다. 펌프 2의 

경우 이미지 상단 부분에 에너지가 더 많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채널1 채널2

펌프1

펌프2

Table 3. CWT 변환 결과

모델의 과적합을 막기 위해 AE 모델의 구조를 Variational Auto 

Encoder(이하 VAE)[6]로 변경하였다. VAE는 Encoder를 통해 압축

된 벡터로 평균과 분산을 구한 후, 정규분포를 만들어 Decoder에 

입력될 벡터를 샘플링하게 된다. 이러한 샘플링 과정을 통해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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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합을 막을 수 있다.

Fig. 7. VAE를 활용한 이상탐지 기법

AE와 마찬가지로 VAE도 Encoder로 압축된 벡터 공간상에서 

정상 데이터 분포와의 거리 및 입력과 출력값의 차이를 이상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펌프 2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 정도에 따른 과적합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Fig. 8. 데이터 압축·복원을 통한 이상탐지 기법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VAE 모델을 사용한 2차 펌프 이상동작 여부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AE 이상탐지 모델은 과적합이 

발생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판별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데이터 변환 방법을 STFT에서 CWT로 변경하고, AE를 

VAE 구조로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양한 산업계의 

설비에 대해서 고장 진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중요한 설비일수

록 예방정비로 인해 고장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모델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상탐지 모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우수한 진단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고장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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