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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진동 정보를 통해 기계 설비의 상태나 고장 유무를 단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 에 있는데, 부분의 연구에서는 설비에 한 진동을 모

니터링하거나 고장 유무를 별하여 사용자에게 알리는 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진동에 의한 고장 진단과 별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는 선

박 엔진의 고장 감지 기법과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일차 으로 이  진동 정보 별 기법을 용하여 진동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고장 유무

를 검사한다. 만일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동 정보의 오류 부분만을 이용하여 고장 진동 형에 한 오차 범 를 기 으로 어떤 유형의 고

장인지를 별할 수 있는 기법을 용하 다. 한 선박의 진동 경향 분석과 엔진 안  보존을 목 으로 진동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하 다. 제안 시스템을 선박 엔진의 고장 별 유무와 고장 진동 형 감별 인자에 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고장 유무 별은 약 100% 정확성을 가졌고 고장 진동 형의 유형 인식에서는 약 96% 정확성을 가졌다. 

키워드 : 이  별, 선박 엔진, 진동 형, 진동 감지, 고장 진단

Defect Detection and Defect Classification System for Ship Engine using 

Multi-Channel Vibration Sensor

Yang Min Lee†․Kwang Young Lee††․Seung Hyun Bae††․Hwi Jang†††․Jae Kee Lee††††

ABSTRACT

There has been some research in the equipment defect detection based on vibration information. Most research of them is based on 

vibration monitoring to determine the equipment defect or not. In this paper, we introduce more accurate system for engine defect 

detection based on vibration information and we focus on detection of engine defect for boat and system control. First, it uses the 

duplicated-checking method for vibration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engine defect or not. If there is a defect happened, we use the 

method using error part of vibration information basis with error range to determine which kind of error is happened. On the other hand, 

we use the engine trend analysis and standard of safety engine to implement the vibration information database. 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engine defect determination is 100% and the probability of engine defect classification and detection is 96%.

Keywords : Duplicated Checking, Engine of Ship, Vibration Wave, Vibration Detection, Defect Diagnosis

1. 서  론 1)

통 으로 삼면이 바다이면서 무역이 심인 한국은 해

상을 활용한 물류 유통이나 해양 자원의 개발이 국가 경쟁

력의 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업이든 물류 유통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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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정 항해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 인 요소이

다. 선박이 항해 도  엔진 기 의 고장을 일으킬 경우 인

명 피해, 선박의 난 나 해양 오염과 같은 경제  손실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선박 엔진 기 을 항상 모니

터링하고 고장 발생 이 에 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

요한 상황이다. 

근래에는 진동 정보와 소음 정보 등을 종합하여 선박 엔

진이나 산업 설비 기계의 고장에 미리 처하고 선박  산

업 설비의 최  가동률을 확보하고 고장에 극 처할 수 

있는 기법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고가의 선

박 엔진이나 설비 등에는 각 장비의 모니터링 로그램과 

하드웨어 구성이 포함되어 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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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은 소형 선박용 엔진 모니터링 로그램이나 시

스템은 거의 탑재되지 않고 있다는 이다. 다시 말하면 다

수의 선박이 엔진 이상 유무를 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

재한 선박은 거의 무하다. 단순하게 고장인지 아닌지의 

별과 엔진 자체의 고장을 단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

으나 고장의 조 증상을 미리 단한다든지 인공 지능 으

로 고장 확률, 부품의 교체 시기 등을 알려  수 있는 시스

템은 발견하기 힘들다[1-4]. 

본 논문에서는 소형 선박 엔진을 목표로 하여 렴한 

비용으로서 엔진 설비의 모니터링과 고장 가능성을 미리 감

지하고 고장의 종류도 구분할 수 있는 기법을 포함한 선박 

엔진 고장 분류  고장 감지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 으로 용하는 기법은 선박 엔진이나 엔진의 특정 부

품별로 고유 진동 주 수를 장하고 고장이 발생하 을 경

우에 나타나는 실측 형과 비교하여 고장을 감지하는 것이

다. 특히 엔진 고유 진동 주 수를 기 으로 하고 다수의 

진동 센서를 활용하여 다채 로부터 획득되는 재의 엔진 

진동 주 수를 비교한 후 엔진 고장 유무, 고장 유형을 

단할 수 있도록 한다. 

엔진의 사이클 당 측정되는 데이터들을 10회 하여 평

균화하고 이를 엔진 고유 진동 주 수와 1차 비교하며 선  

규정으로 나와 있는 국제 표 인 진동 허용 범 와 2차 비

교를 통해서 고장 유무를 별한다. 그리고 엔진의 회 수

(RPM)별 진동 주 수가 다르다는 을 활용하여 각 회 수

별로 트리형태로 진동 정보를 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활용하여 패턴 매칭을 빠르게 수행되도록 하 다. 

그리고 각각의 고유 진동 주 수  고장 진동 주 수가 

데이터베이스로 축 이 되면 이를 활용하여 고장의 유형까

지도 별할 수 있도록 한다. 진동 형에서 두 지  사이

에 나타나는 기울기와 거리를 활용하고, 특정 부분에서는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값을 활용하여 고장 형에 한 

유사도  별이 가능한 기법을 용하 다. 

이를 통해 최종 으로는 고장 이후의 사후 책을 수립하

는 것이 아닌 엔진의 사  보 을 할 수 있도록 고장 발생 

가능성 등을 출력하여 선주가 엔진의 수리, 교체 등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

능해지면 형 선박뿐만 아니라 소형 선박도 경제 인 가

격에 엔진 상태 모니터링은 물론 고장 감지, 고장 유형 

별이 가능한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분

의 선박들에 있어 해상에서의 운항 안 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을  수 있고 결론 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증가에 일

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 서론을, 2장에서 재 진행되고 

있는 련 연구  논문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 다. 3장에

서는 제안 시스템과 본 시스템에 용된 기법들을 상세히 

기술하 고, 4장에서는 엔진 고장 유무와 고장 유형을 별

하는 실험을 통해서 그 정확도에 한 검증 결과를 나타내

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끝으로 

논문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패턴 인식 기법과 이를 이용한 고장 감지 기법[2, 5-8]

일반 으로 패턴 인식 기법은 입력되는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가 특정 유사도나 일정한 형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지를 비교하는 기법이다. 이후 패턴 인식 기법은 더욱 발

하여 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패턴 인식 기법을 엔진 등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달되는 

신호를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고장을 진단하는 기법으로 

활용하 다. 이런 패턴 인식 기법 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분석하는 기법은 크게 통계  방법과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경망은 비교  근래에 연구되어

지고 있는 기법이다. 통계  방식은 다시 모수 인 방법과 

비모수 인 방법으로 나  수 있다. 각 회 체 상태에 한 

확률 도함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모수  방법을 사

용하여 최  분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만약 확률 도함

수의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모수 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통계 인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재 패턴 

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사용 로는 

실제 엔진 진동에 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 하여 두고, 

재 엔진으로부터 실측 되는 정보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의 진동 정보를 비교하여 확률 으로 정상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를 별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용

할 수 있는 주요 알고리즘으로서 FFT가 있는데 수학식에 

기반 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정량 으로 고속 변환을 시켜주

는 기법이다. 정량화된 신호를 이용해서 정상 형과 비정

상 형을 분리하고 이로부터 확률 인 고장을 감지할 수 

있다. 

2.2 진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장 진단에 활용하는 연구 사례

진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장 진단이나 산업 등에 활용하

는 여러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진동 데이터 분석을 한 기

법 심의 논문들이 한 가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진동 데

이터 분석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사용이 편리한 시스

템을 구축하기 한 기법을 심으로 한 논문으로 크게 분

류할 수 있었다. 

진동 데이터 분석을 심으로 하는 기법은 FFT를 심

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확률 인 방법들을 용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FFT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진동 

정보의 수치  비교에 연구 심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진

동 데이터를 활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고장 진단

을 내리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기 해서 신경망 기법을 활용

하는 논문들도 있다[4]. 한 단순히 고장 진단만을 하는 것

이 아닌 설비의 지 보존을 한 논문도 연구되고 있다[2]. 

진동 데이터의 분석 심이 아닌 활용이 주요 목 인 논

문은 주로 시스템을 간략하게 구성하는 기법과 시스템이 획

득한 정보를 달하는 방법론에 한 논문들이 다수 존재하

다. 로서 회  기계 상태 모니터링을 한 무선 계측 

시스템 개발과 같은 논문의 경우[9] 진동 수집 장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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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물리  구성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을 심으로 시스템 개발 

방식을 기술하고 있고, 선박의 진동 계측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1] 한 체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해 

필요한 모듈과 인터페이스 주로 기술하고 있다. 한 인

터넷 기반의 설비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개발과 같은 논

문은[10, 11] 진동 계측의 결과가 웹 라우 와 인터넷 상

에서 달되는 형태에 연구의 심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축 된 진동 데이터를 고속으로 탐색하여 비교하고 찾아내

는 기법에 한 논문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것은 진동을 이

용한 고장 진단 시스템에 있어 실시간 단이 요구될 경우 

필수 인 기법이다[12].

3. 진동 감지를 한 제안 기법

3.1 시스템 구성

진동 데이터를 통한 고장 감지 기법을 용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은 일반 인 진동 모니터

링 시스템이나 고장 리 시스템의 기본 인 형태를 그 로 

따르고 있다. 크게 하드웨어 구성과 소 트웨어 구성으로 

나 어지며,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복수의 채 (4채 )을 사

용하는 진동 감지 장치, 진동 정보 수집 장치 그리고 이 진

동 정보를 분석하고 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컴퓨터(워크

스테이션)로 구성되어 있다. 소 트웨어의 경우 센서로부터 

컴퓨터로 달된 진동 정보를 처리, 분석, 장, 출력할 수 

있는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채 을 독립 으로 다  

화면에 표시하고 고장 진동에 한 패턴 매칭과 분석을 수

행할 수 있다. 한 화면에 각 채 별 진동 정보를 그래

화하여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기  엔진 진동정보를 도출

하기 해 산술 평균화할 수 있는 모듈도 탑재되어 있다.

3.1.1 시스템의 논리 ⦁물리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에서 물리  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2)는 논리  구성을 표시하 다. 제안 시스템의 경우 

엔진 자체의 진동을 직  수집하도록 하기 해 엔진에 다

수(실험에서는 4개)의 센서를 부착한다. 센서의 부착 방법은 

엔진에 직 인 구멍 등을 내는 것 등은 험성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에 자석을 활용하여 부착될 수 있도록 하드웨

어를 제작하 다. 센서의 부착 치는 X, Y, Z 축 방향의 

진동을 부 감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를 통해서 진동 

데이터의 입력과 련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센서로

부터 수집되는 진동 정보는 진동 정보 수집기로 송되고 

수집기에서 FFT 변환을 거쳐 각 진동 정보는 1차 으로 정

량화된 수치로 변환된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FFT 변환 

후 즉시 이를 처리할 컴퓨터로 달되는데 지 은 이더넷이

나 USB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3.1.2 각 구성 모듈과 기능

기능에 의해서 논리 으로 구분된 모듈들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논리  구성에 따른 기능을 구분 해보면 진동 

정보 수집기에 4개의 모듈이 포함되어 있고 호스트 내의 소

트웨어에 6개의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수집기에 포함된 모듈은 진동 정보 수신 모듈, 진동 정보 

송신 모듈, FFT 변환 모듈, 제어 모듈이다. 진동 정보 수신 

모듈은 진동 감지 센서로부터의 정보를 채 별로 동시에 수

신하고 임시 으로 장하는 역할을 한다. FFT 변환 모듈

은 수신 모듈이 입력 받은 아날로그 진동 정보를 정량화 시

키는 역할을 한 후 변경된 데이터를 진동 정보 송신 모듈로 

달한다. 진동 정보 송신 모듈은 입력된 진동 데이터를 호

스트가 사용하는 로토콜 유형의 패킷으로 변환하여 호스

트로 달한다. 제어 모듈은 다른 모듈들에 한 일반 인 

제어 기능을 가지며, 진동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인지 일시 

정지할 것인지 는 재 장된 정보들을 폐기할 것인지를 

호스트 내의 소 트웨어와 연계를 통해서 결정한다. 수집기

의 모듈은 하드웨어로 구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며, 필요한 경우 입출력 포트  센서 채 은 확장 가

능하도록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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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의 논리  구성도

소 트웨어에 포함된 모듈은 송수신 모듈, 채  분리 모

듈, 1차 비교 모듈, 2차 비교 모듈, 데이터베이스 처리 모듈, 

GUI 모듈로 구성된다. 송수신 모듈은 진동 정보 수집기의 

진동 정보 송신 모듈  제어 모듈과 통신을 수행하여 진동 

정보를 수집하고 소 트웨어에서 결정한 명령을 진동 정보 

수집기로 달하는 통신 용 모듈이다. 채  분리 모듈은 

다채 로부터 신호가 동시에 수집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진

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해서 각 채 별로 정보를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1차 비교 모듈은 선  규정[15]을 활

용하여 1차 으로 선박 는 엔진의 진동이 이상 상태에 있

는지를 1차 으로 필터링(Filtering)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차 비교 모듈은 본 논문에서 가장 핵심 인 모듈이다. 기

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째, 엔진으로부터 실측한 데이터

를 정해진 사이클만큼 수신한 후 산술 평균을 구하여 ‘기  

엔진 진동정보(정상 엔진 진동)’를 결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둘째, 엔진으로부터 실측 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면서 진동 정보를 비교한다. 이때 비교는 앞에서 도

출한 ‘기  엔진 진동정보’와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비교 

기법은 다음 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3 가지 기법을 사

용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처리 모듈이 가진 기능은 진동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코드화 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장하는 역할이다. 추가 으로 기  엔진 진동정보의 장

과 실측 데이터의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엔진에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에 고장 발생 시의 진동 형을 장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GUI 모듈은 화면에 엔진 진동 정보들을 

다양한 형태로 출력하여 주는데 형을 그 로 보여주거나 

FFT가 용된 출력도 가능하고, 특정 그래  형태로 출력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종 제어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버

튼과 기 샘 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형태의 

수치 정보 입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2 이 화 비교를 용한 고장 진단 기법

선박 엔진의 고장을 알리는 진동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

다. 한 엔진 자체의 진동 외에도 선체와의 공진, 스크루와 

시 트 등의 엔진 기 부에서 나타나는 진동들도 매우 많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엔진의 고장 유무  유형을 정

확하게 별해내기 해서 진동 주 수 값에 한 패턴 매

칭 기법을 용하 다. 

실제로 정확한 고장 단과 고장 유형의 별을 해서는 

선박 엔진 진동 정보를 장한 방 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하다. 하지만 엔진의 부품과 엔진 그 자체, 그리고 선박 엔

진 기 을 구성하는 여러 부품들의 고유 진동  고장 진동 

정보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를 포함해도 

거의 무하거나 극히 일부분의 데이터이다. 

본 논문의 데이터 에 실측한 선박 엔진의 고장 진동 정

보는 없다. 이런 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박이 건조되고 시

험 가동 후에 엔진이 정상 일 때의 데이터를 먼  수집하

다. 그리고 엔진의 진동 주 수가 특정 주 수에 도달하

는 때까지를 한 번의 사이클로 정하고 한 사이클까지의 진

동 정보를 10회 만큼 하고 산술 평균을 도출한다[15]. 

도출된 산술 평균이 ‘기  엔진 진동정보’인데 이것을 정상 

상태의 엔진 진동 정보로 사용하 다. 이후 ‘기  엔진 진동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둔다. 그리고 선박 엔진의 

진동, 축의 진동, 거주구의 진동 등은 특정 주 수(Hz)를 

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한인 선  규정[13]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  표 이기도 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 정보 한 데이

터베이스에 장하여 두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장해둔 상태에서 제안 기법은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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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 기법의 알고리즘 동작 순서

선  규정을 이용하여 상한값을 넘는 진동이 발생하면 선박 

엔진 는 기 에 고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패턴 매칭

을 실시하지 않고 고장 발생을 리자에게 알린다. 둘째, 만

약 첫째 기 을 통과하지만 본 논문에서 구 한 고장 감지 

 고장 유형 별 기법에서 고장으로 단되는 진동이 발

생될 경우는 고장을 별하고 한 고장의 유형까지도 별

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고장을 리자에게 경보음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이와 같은 이  비교를 통해

서 고장 별을 한 연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확

도 한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비교를 통한 알고리즘의 

동작은 (그림 3)과 같다.

입력되는 진동 데이터는 원하는 주 수 샘 링 블록 크기

로 측정할 수 있는데, 1 Hz마다 1회 주기로 진동 데이터를 확

인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샘 링 할 블록 크기는 조  가

능하며, 이 게 설정한 크기로 나 어진 진동 주 수가 기

에 입력된다. 데이터가 입력되고 나면 타코미터(Tachometer)

에서 측정되어 래그 정보로 포함되어 있는 RPM(분당 회

수)을 체크하여 RPM별로 진동 주 수를 다시 구분한다. 

각각의 해당 RPM에 따라 미리 장되어 있는 ‘기  엔진 

진동정보’가 있으면 이  비교를 수행하게 되고 기  엔진 

진동정보가 없는 경우는 산술 평균을 구해서 ‘기  엔진 진

동정보’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실측된 데이터는 이

 비교를 수행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의 실측 엔진 진동 정

보는 폐기한다. 이  비교에서 문제 이 발견될 경우 기존

에 장되어 있는 고장 진동 정보와 비교하여 기존에 장

되어 있는 고장 주 수 유형인 경우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

지와 고장 유형을 달하게 된다. 만약 실측 진동 정보가 

이  비교 상태에서 오류 역에 포함되지만 그 주 수 유

형이 기존에 없는 고장 진동 주 수 유형이라면 새로운 고

장 주 수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 되고 오류 메시지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달된다.

3.3 고장 감지  고장 유형 별 기법 

선박에서의 진동 정보를 분석하여 고장인지 아닌지를 

단하기 해서는 단순한 임계치 설정 기법으로는 부족하다. 

경우에 따라 선박의 엔진 회  간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순간 으로 진동 주 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

고 그 반 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순간  이상 진동, 외 진동 등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고장을 보다 정 하게 별하고, 한 고장의 유형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진동 데이터의 합을 이용

하는 방법, 진동 데이터의 오류 값만을 이용하는 방법, 진동 

데이터에서 특정 샘 링 값들 간의 기울기를 이용한 비교 

기법을 연구하 고 본 논문에서는 이들  진동 데이터의 

오류 값만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험하 다. 

3.3.1 진동 데이터의 합을 이용한 비교 기법

이 기법은 진동 센서를 통해 입력된 진동 데이터의 각 값

들의 합을 구한 후에 정상 진동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데

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들의 합과 비교를 수행한다. 이때 

새로 입력된 진동 데이터의 합이 사용자가 설정한 오차범  

이내이면 입력 데이터와 정상 진동 정보를 가진 데이터베이

스에 장된 데이터의 모든 값들을 서로 비교하게 된다. 그

리고 이 비교에서 모든 값들이 오차범  이내라면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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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진동 데이터의 오류 부분을 이용한 비교 기법

진동 데이터는 정상 진동 데이터로 정하고 새로운 진동 

데이터를 입력 받는다. 그러나 입력 데이터와 정상 진동 데

이터가 장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값 비교 시 오차 

범 를 벗어나는 값이 나오거나 그 이 에 합 비교 시에 오

차범 를 벗어나게 되면 고장 진동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 이때

도 정상 진동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

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 

고장 진동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장

된 고장 데이터들과 비교 시 동일 혹은 유사 고장 데이터가 

발견된다면 비교를 멈추고 경고음을 발생시키고 고장정보를 

디스 이하여 리자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동일 혹은 유사 고장 데이터가 없다면 새로운 유형의 고장 

데이터로 단하고 경고음을 발생 시키고 고장정보를 장 

 입력 할 수 있도록 한다. 

3.3.2 진동 데이터의 오류 부분을 이용한 비교 기법

진동 데이터의 오류 부분을 이용한 비교 기법은 입력된 

진동 데이터와 정상 진동으로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에 장

된 정상 진동 데이터를 비교하여 오차 범 가 벗어난 데이

터 값과 주 수가 다른 부분의 개수를 장하고 이를 이용

하여 고장 진동 정보가 장된 데이터베이스의 고장 데이터

와 비교를 통해서 고장 별과 진단을 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정상 진동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장

된 데이터와 센서를 통해 실측된 입력 데이터의 모든 값들

을 서로 비교해 고장 유무를 단하게 된다. 비교 시 모든 

값들이 사용자가 지정한 오차범  이내이면 정상 데이터로 

정하여 새로운 진동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고장 데이터로 

정되면 오차범 를 벗어나는 데이터 값과 이에 해당하는 

주 수  오차범 를 벗어나는 데이터 값의 개수를 장하

고 고장 진동 정보를 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고장 데이터

들과 비교를 수행 한다. 고장 데이터들과의 비교 방법은 오

차 데이터를 벗어나는 데이터 값의 개수를 비교하여 같다면 

오차 범 를 벗어나는 데이터의 주 수와 값을 비교한다. 

이 때 주 수는 동일하고 값은 오차범  이내이면 동일 혹

은 유사 고장 데이터로 단하고 아니면 다른 고장 데이터

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한다. 동일 혹은 유사 고장 진동 

데이터가 있으면 경고음 발생  고장 정보를 화면에 출력

하고 없다면 경고음 발생  고장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4). 

진동 데이터의 오류 부분을 이용한 기법의 장 은 고장 

진동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고장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와 비교해서 오차범 를 벗어나는 부분만 장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어들게 되며, 고장 데

이터들과 비교 시에도 정상 데이터와 다른 부분들만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수행 시간도 어들게 된다. 단 은 오

류 데이터의 분석을 해 진동 데이터들을 다시 불러 와서 

그래  형태로 출력할 경우 고장 진동 데이터의 나머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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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정상 진동 데이터에서 불러와야 하므로 고장 당시의 

그래 와는 조  다르게 출력될 수도 있다. 선박 엔진의 고

장 당시의 정확한 그래 를 해 정상 진동 데이터와 다른 

부분은 그 순간의 입력데이터를 모두 장해야 되는데, 그

럴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3.3.3 진동 데이터에서 특정 샘 링 값들 간의 기울기를  

이용한 비교 기법

기울기를 이용한 비교 기법은 짝수 번째 값과 그 이  값 

두 값을 이용하여 구한 기울기를 이용하여 정상 데이터와 

오류 데이터와 기울기 비교를 통해 고장 진단  고장 유형

을 별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새로운 진동 데이터가 입

력되면 입력데이터 의 두 값을 이용하여 기울기를 먼  

구한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

기울기 공식 :  


 , 

input(i) : 입력데이터의 i번째 값, 식 (1)

Hz(i) : i번째 Hz값 

이때 구해진 기울기를 이용하여 정상 진동 정보를 장하

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들의 기울기와 비교하여 

모든 값이 사용자가 정한 오차범  이내이면 정상 데이터로 

단하고 새로운 진동 데이터를 입력 받게 된다. 그리고 오

차범 를 벗어나는 기울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입력 데이

터는 고장 데이터로 단하여 고장 진동 데이터를 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고장 데이터와 비교를 하게 된다. 

정상 진동 데이터의 비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장 진동 데

이터들과 비교를 하게 되며, 모든 기울기가 오차범  이내

가 되는 고장 데이터가 존재하면 경보음 발생과 함께 그 고

장 진동 데이터의 정보를 출력하게 되고, 모든 기울기가 오

차범  이내가 되는 고장 진동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유형의 고장 진동 데이터로 단하여 경보음을 발생

시키고 고장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3.4 세 가지 기법의 비교  선택 

세 가지 고장 진단 알고리즘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

다. 합을 이용한 비교 기법의 정확성에서, 오류 부분을 이용

한 비교 기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수행속도에서, 기울기

를 이용한 비교 기법은 확장성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고

장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된다면 기울기를 이용한 비교 

기법이 알고리즘 개선 등을 통해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겠

지만 재 상태에서는 정확성은 조  떨어지지만 수행 속도

나 데이터베이스의 양 인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오

류 부분을 이용한 비교 기법이 가장 좋은 고장 진단 알고리

즘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진동 데이터의 

오류 부분만을 활용하는 고장 진단  고장 유형 별 알고

리즘을 상으로 최 화 작업을 수행하 다. 기존의 오류 

부분을 활용하는 고장 진단 기법은 향후 오류 데이터를 불

러와서 그래  표 을 하기 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

하는 형태로 구 하 으나 세 가지 기법을 분석하고 오류 

부분을 활용하는 고장 진단 알고리즘을 선정한 이후에는 그

래  표 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소

모를 이기 해 오류 데이터만 장하는 형태로 코드를 

수정하여 장 장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 화 작

업을 수행하 다. 오류 부분만을 비교하는 기법은 최악 경

우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정상 진동 데이

터와 고장 진동 유형 데이터가 실측값과 부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그럴 경우 비교 연산 수행 속도, 데이터베이스 사

용량 등이 함께 상승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고장 형이 

실측되는 경우는 선  규정을 넘어서는 선박 자체 공진 유

형의 진동 데이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오

류 부분을 이용한 비교 기법을 수행하기 이 에 선  규정

을 이용한 비교를 먼  수행하여 최악 경우는 실제 비교 연

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속도를 개선하 다. 이와 

같이 오류 부분을 이용한 고장 단  고장 유형 별 기

법에 두 가지 최 화 기법을 용하여 알고리즘 성능  메

모리 감소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3.5 확장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13]

제안한 엔진 진동을 통한 고장 감지  별 기법은 상

을 형 선박으로 하고 있다. 형 선박의 경우 고가의 엔

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 엔진 진

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패키지로 탑재하게 된다. 소형 선

박에 경제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진동을 통한 고장 

감지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

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구 에도 몇 가지 고려 사항이 

포함된다. 즉 특정 선박에 합하게 언제든지 편리하게 최

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 설계에 있어 주요 

목표가 된다. 한 소 트웨어 문가가 아닌 엔진 기  

문가가 사용하기에 쉽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이아웃

(Layout)을 구성하는 것도 요하다. 따라서 확장  축소 

등이 용이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 하여 필수  기능은 컴

포 트 형태로 가져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 없는 기

능은 인터페이스 상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의 종류에 한 최 화가 가능하다. 

4. 고장 진동 감지  형 인식률

본 논문은 실험용 엔진 1종만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기 때문에 다른 실제 선박의 엔진에 해 본 논문의 연구 

기법을 용했을 때 결과가 실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선박의 엔진이나 특성이  다른 

엔진에 본 논문의 연구 기법을 용할 때는 확인  검증 

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4.1 실험 방법  실험 환경 

실험 방법과 환경에서는 선박 엔진의 정상 진동은 실측이 

가능하나 고장 상태의 진동은 실측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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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스템 체 구성 

      

(b) A/D변환기(진동 수집기)

(c) 가속도센서 

      

(d) 실험용 소형엔진

(그림 5) 진동 정보 수집 장비

개발 환경 실행 환경

하드웨어 사양
팬티엄 IV, 2.0GHz, 

RAM 2Gbyte

팬티엄 IV, 2.0GHz, 

RAM 2Gbyte

운  체제 도우 XP 도우 XP

개발도구 .Net, Visual Basic .Net Framework 2.0

<표 1> 소 트웨어 개발 환경  실행 환경진동 발생기를 이용하여 실행하 다. 그리고 고장 상태 시

의 진동 형은 실험을 한 임의의 값으로 선정하고 이 

형을 제안한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의 정 도와 확률을 가지

고 인식하는지 실험하 다. 실험을 수행할 때 마다 생성되

는 진동 형은 랜덤으로 하여 실험하 다. 소 트웨어 구

을 한 환경은 <표 1>과 같다. 

선박은 그 목 과 기능에 따라 엔진과 엔진 기 이 다양

하며 최  출력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실험을 특정 

RPM으로 해야 한다는 제약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선박 엔진의 분당 회 수를 특정 RPM으로 설정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선박 실측이 아닌 이상 실험실에서 임의

인 실험만을 수행할 수 있다. 보편 인 실험 방법은 최  

회 수를 200 RPM에 두고 50 RPM에서 시작하여 5 RPM 

증가시키면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측

정해야 하는 주요 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선박 최  출력

의 90%이다. 해상에서 선박이 속 운항을 할 경우 부분

의 경우에 최  엔진출력의 90%로 운항되기 때문이다. 측정 

실험용 진동 발생기의 체 구성은 (그림 5)-a와 같다. (그

림 5)-d가 진동 발생을 한 소형 엔진이며, 인 인 고장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축과 회 체가 연결되어 있다. (그

림 5)-b, (그림 5)-c는 진동 수집기, 가속도 센서이다. 구

된 진동 발생기를 활용하여 특정 진동을 발생시키고 50 

RPM에서 측정을 시작하여 5 RPM식 증가시키면서 200 

RPM까지 측정하여 각각 10회의 사이클을 하여 평균화

한 후 이를 ‘기  엔진 진동정보’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다. 이후 임의 인 고장 진동 형 생성을 해 회 체나 

축에 추를 설치하여 같은 방법으로 50~200 RPM까지의 고

장 진동 형을 만든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다. 그

리고 실측 실험을 실시하 는데 이때 인  고장 진동을 

랜덤으로 유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기  엔진 진동

정보를 벗어났을 때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지에 한 

실험과 벗어난 진동 정보가 어떤 유형의 고장 진동 데이터

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해서 각각 100회식 

실험하 다. 

 

4.2 고장 진동 감지 확률 

진동 정보를 활용해서 고장 자체를 감별하는 확률은 실험 

결과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진동 형을 랜덤으로 생성

하면서 100회 정도만의 실험을 통해 완 한 결론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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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장 진동 감지 확률

(그림 7) 고장 진동 형 감지 인식률

기는 힘들다. 선박에서 진동을 유발하는 인자가 워낙 많고 

변수 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하

고 있는 이  비교 기법에 의해서 부분의 고장 진동 형

은 필터링이 가능하다. 첫째, 선  규정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실측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거주구, 기 실, 선체 

등에 한 일반 인 고장 진동 허용 범 를 폭 좁힐 수 

있고 많은 고장 진동을 감지할 수 있다. 둘째, 정상 인 진

동 정보를 한 번의 사이클에서 측정하고 이 실험을 10회 반

복하여 기  엔진 진동정보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장

하고 이것을 실측 진동 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다. 실측 고장 진동 형은 선박 실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 인 고장 상태의 진동이 일어나도록 추를 회

체에 설치한 후 시행한다. 정상 진동 형과 실측 고장 진

동 형의 비교 연산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  두 번

째 기법인 오류 부분을 이용한 비교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데, 여기서 부분의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기  엔

진 진동정보의 임계값을 벗어나기 때문에 고장으로 별이 

가능하다. 즉 진동 정보를 이용해서 고장의 감지만을 목

으로 하는 것은 이  비교 기법을 통해서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림 6)은 50 RPM에서 200 RPM까지 5 RPM 식 증

가시키면서 각각 100회 실험한 후 고장의 감지, 즉 고장 유

무만을 별하는 실험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결과 으로는 100회 실험에서 100% 정확도로 고장 유무

는 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에 실제 고장

이 아닌데 회 체의 이상 진동 는 고장 진동 입력 샘 링 

과정에서 의미 없는 값이 샘 링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것은 실험 결과 자료에서 제외하 다. 실험의 정확도와 진

단 확률의 신뢰도 수 을 해서 더 많은 횟수의 실험이 요

구되며, 선박에서 엔진 고장시의 실계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형태와 알고리즘이 임

계값을 활용하는 기법을 가지고 있어 고장 유무 별에는 

높은 신뢰 수 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4.3 고장 진동 형의 유형 인식률 

고장 진동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고장인

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고장 감지 시스템의 요한 기능

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 진동 형에 한 유형 구분 기

법을 3.3 에서 언 한 것처럼 세 가지 방식으로 개발하

으나, 성능과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이 은 오류 부분을 이

용한 고장 진동 유형 감별법을 용하여 실험하 다. 데이

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고장 진동 형의 데이터와 실측

한 진동 형 데이터 값의 차이가 50% 이내에 들면 특정 

고장 진동 형으로 인식한다. 선박을 이용한 실측에서는 

200%까지도 오차 범 를 인정하는데[14], 본 논문에서는 제

안 기법의 정확도 측정을 해 실험값으로서 더 작은 오차 

범 를 사용하 다. 고장 진동 형의 감별 상은 선  규

정 진동 정보와의 1차 비교를 통과한 데이터들이며 이 데이

터에 해서 ‘기  엔진 진동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오류 범

를 벗어난 값들에 해서만 고장 진동 형의 종류를 감

별하도록 하 다. 실험 방법은 4.2 의 실험과 동일하게 50 

RPM에서 200 RPM까지 5 RPM식 증가시키면서 고장 진동 

형에 해 각각 100회식의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7)은 

고장 진동의 유형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분하는지에 한 

인식률을 정리한 그래 이다. 속의 50 RPM에서는 고장 

진동 형의 유형을 구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속

도에서는 형을 나타내는 실제 값과 정량화된 진동 값들이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구간이다. 따라서 실측 진동 값들

이 오차 범 로 정한 50% 이내에 포함되어 특정 유형의 고

장 진동으로 별되어 정확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오차 범 의 상한  하한을 결정할 

때 ‘기  엔진 진동정보’를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고장 진

동 유형이 ‘기  엔진 진동정보’를 근거로 하여 등 별로 구

분된다. (그림 8)은 기  엔진 진동정보를 기 으로 한 오차 

범 를 설정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회  속도를 높여서 간 속도인 125 RPM에서의 결과는 

진동 형들과 형을 나타내는 정략  값들이 기  엔진 

진동정보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진동 발생기의 어떤 부

분에 추를 추가하여 고장 진동 형을 유발했는지에 따라 

진동을 나타내는 값들이 크게 변화하거나 비정상 진 동값을 

나타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오류 부분을 이용한 진동 

형의 유형 별 기법은 어떤 유형의 고장인지를 10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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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  엔진 진동정보를 기 으로 한 오차 범  설정

(그림 9) 진동 정보 감지 로그램 인터페이스

확하게 별하거나  어떤 유형인지를 별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고장 

진동 형에 해 정확히 오류 범  내에서 일치하는 유형

으로 구분을 하거나 완 히 새로운 유형의 고장 진동이라고 

구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구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유형의 고장 진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면 되

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기  엔진 진동정보에서 정해둔 임계값을 넘어 고장이 

분명한 상황이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장시켜둔 특정 고장 

진동 형과 비교 시 오차 범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고장 

진동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 다. 

100회의 실험 에 략 4～5회 정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고장 진동 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장 진동이

라고 별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  엔진 진동

정보’를 기 으로 한 오차 범  계산 방식 때문이다. 기  

엔진 진동정보를 기 으로 하여 50%의 오차 범 를 계산하

다 보면 고장 진동 유형의 등 이 매우 세부 으로 나 어

져 정 함은 상승하지만 각 고장 진동 유형 사이에 복되

는 경계 역 지 이 발생한다. 이 경계 역 범  내에 포함

되는 고장 진동이 입력되는 경우 고장 진동 형의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 등에 한 진동 정보를 실측하면 이런 경우는 빈번

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특정 조건에 포함되는 진동 형 

정보를 새로운 고장 진동 형으로 인식하거나 알고리즘에 

이런 경계 역에 포함되는 진동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

록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8)은 기  엔진 진동정보의 기  값을 1.0으로 하고 오차범

를 50%로 하 을 때, 상향으로는 0.5 식 증가하기 때문에 

1.5배, 2.0배, 2.5배를 곱하여 진동 형을 하나의 범주로 묶

어주며 하향으로는 0.5식 감소하는 값을 나 어서 1.5배에서 

2.5배까지 나 었을 때 하나의 진동 형 범주로 묶여지는 

값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실험 조건에서 4～5회의 인식을 

실패하 기 때문에 고장 진동 형 감지 인식률은 96%이다. 

200 RPM에서의 결과도 100 RPM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

지 않는데 이 구간은 진동 형 자체의 변화도 심하고 따라

서 진동을 나타내는 정량화된 값들도 큰 폭의 변화가 생기

는 구간이다. 200RPM 구간에서의 100회 실험을 수행하 을 

때 고장 유형의 감지 인식률은 9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 횟수가 증가하면 (그림 8)에서 보이는 각 고장 

유형 범주 사이에 있는 경계 역에 해당되는 값이 더 증가

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고장 유형을 별하는 알고리

즘이 새로운 고장 유형으로 단하거나 알고리즘에서 이런 

값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00회 이내

의 실험에서는 고장 유형을 인식하는 것이 최소 90번을 넘

고 략 으로 92% 정도의 고장 유형 별이 가능했지만 

실험 횟수를 늘린다고 가정하면 (그림 8)의 경계 역에 해

당되는 진동 형 값이 증가하게 되고 고장 진동 형을 샘

링 하는 경우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

에 정확도 하락이 상된다. 

소형 선박에 탑재와 실험 결과 확인 등의 목 을 해

서 구 한 진동 정보를 표시하는 소 트웨어는 (그림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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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선박 엔진 외에도 생산 설비의 사  보 을 

한 기능들이 포함된 소 트웨어까지를 구 하 으나 본 논

문에서는 이 로그램은 생략하 다. 소 트웨어의 기능

인 부분은 필요에 따라 아직 추가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기

본 으로 4개의 채 에서 입력을 받아 화면에 출력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그림 9)에서는 1번 채 만을 활성화 시켜 

진동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로그램의 인터페이스 구성을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에는 

필요한 수치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샘 링 주기

와 시간, 진동 주 수 범 , 한 사이클의 사이즈 등을 선택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하단에는 채 에 들어오

는 진동 값을 가공 없이 그 로 출력하도록 하 다. 그리고 

장 버튼은 데이터베이스에 장을 한 것이며, Start 버

튼은 로그램의 기화와 시작을 수행하고 Measurement 

버튼은 실측을 시작하는 버튼이다. 선박 엔진의 특성이나 

기  리사의 필요에 따라 각 채 들은 활성화와 비활성화

가 가능하며 화면상에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채   

기능을 더 추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외에 그래  출

력 기능과 몇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조  더 포함되어 있는

데 선박 실측을 통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할 정

이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로그램을 확장에 응할 수 있

도록 구 하 다. 

5. 결  론

근래에 많은 연구들과 상용 로그램에서 진동 정보를 활

용하여 엔진 등의 회  기 이 포함된 기계 설비 상태나 고

장 유무를 단하는 응용들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을 분석하여 보면 재까지는 엔진이나 설비에 한 

모니터링과 고장 유무를 별하여 사용자에게 알리는 수

에 머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상을 소형선박 엔진으로 하여 

고장 진단과 고장 유형의 별을 정교하게 하여 선박의 안

한 항해와 엔진의 보존  고장에 한 감지와 진단을 수

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비교를 수행하는 진동 

정보 별 기법을 도입하여 일차 으로 선  규정을 활용한 

진동의 상한, 하한값을 통해 선박 엔진과 선체의 이상을 

별하고 불필요한 비교 연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일차 필터링을 통과한 고장 진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류 부분을 이용하는 비교 기법을 도입하고, 고장 진동 

형 데이터의 오류 숫자, 실제 오류 값, 오차 범  등을 활용

하여 어떤 유형의 고장인지를 별할 수 있는 기법도 용

하 다. 한 선박의 진동 경향 분석과 엔진의 사  보존을 

목 으로 진동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하 다. 단 본 논문에서는 실험용 엔

진 1종만을 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선박에 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나 실측에서 나타나는 공진 등에 

의한 차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선박 실측 결과

가 아니기 때문에 선박과 제안 시스템을 연동시키기 해서

는 추가 인 실측 차와 검증이 필요하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포함한 하나

의 시스템으로 구 하 고, 진동 생성기를 통해 고장 별 

유무와 고장 진동 유형 감별이라는 인자에 해 간단한 확

인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엔진의 고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실험에서는 임계값과 선  규정이라는 이 인 

별법에 따라 100%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 고장 진

동 형을 구분하는 실험인 고장 유형 감별에서는 세 가지 

엔진 회 수 역에 해서 평균값이 96%를 상회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 내용은 본 논문에서 최  문제 인 선박 실측

을 수행하고 연구 개발한 기법이 실측에서도 일치하는 결과

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박에서 진동 

정보를 활용하여 엔진의 고장 유무를 별하고 고장 유형을 

감별할 수 있는지에 한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실측 실험을 통해 제안 시스템의 활용 여부와 

신뢰성이 확인된다면 이후에는 선박에 실제로 탑재할 수 있

도록 본 논문에서 용된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소 트웨어의 모듈이나 기법의 속도 증가와 

효율성 증   코드 최 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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