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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최근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스마

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는 다양하게 있지만 일반적으

로 제조공장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적화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생산과정을 정보, , , , 

통신기술로 통합하고 고객의 요구에 기반한 제품 생

산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진화된 공장을 의미 한다 

스마트 팩토리 구성 요소 중 설비 상태의 실시[1]. 

간 진단은 갑작스러운 조업 중단에 따른 사회적 경, 

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이러. 

한 설비의 고장 진단 기술은 고장예지 및 건전성관

리 (PHM :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기술의 한 분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장진단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델기반 방법 . 

이다 물리적 고장 (model based approach) [2, 3]. 

모델 기반의 방법은 정확도가 높고 적은 양의 데이

터로도 고장 진단이 가능하지만 해석이 복잡한 대

상에 대해서는 실제 고장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어

려운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방[4]. 

법 이다 이 방법은 (data-driven approach) [5, 6].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고장을 진단한다 이러한 방법은 물리 모델 기반 방. 

법에 비해 복잡한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충분, 

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7].

데이터 기반 방법에서는 고장 상태와 정상 상태

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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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이학습을 이용한 고장진단 개요도1. 

Fig. 1 Overview of fault diagnosis using transfer 

learning

기존에는 통계적 분석 푸리에 주파수 분석 웨, [8], 

이블렛 변환 등의 신호 처리 기술과 연구자들[9] 

의 경험적 지식 에 의존하여 (domain knowledge)

특징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설[10]. 

비에 따라 특징 추출 알고리즘도 다르게 개발되어

야 하고 다양한 동작 상태에 따른 설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 

고장 진단을 위한 특징을 스스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인 딥러닝 을 이용하는 연구가 (deep learning)

증가하는 추세이다 [7, 11, 12].

본 연구는 진동 신호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LM 

가이드 의 고장 진단 기술에 (Linear Motion guide)

대해 다룬다 가이드는 구름접촉을 갖는 이송. LM 

시스템의 핵심요소로써 블록 내부의 볼이 효율적으

로 무한 순환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직선 운동 

장치이다 높은 강성과 효율 때문에 공작기계 반도. , 

체 장비 로봇 검사장비 식품기계 의료기기 등의 , , , , 

정밀기계에 널리 사용 된다 따라서 가이[13]. LM 

드의 고장 진단은 생산성 및 안전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 하지만 회전체와 회전기계에 대한 연구는 . 

많이 이루어졌으나 가이드와 같은 왕복식 기, LM 

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가이드의 고장진단을 위해 LM 

진동센서를 부착하여 차원 진동신호를 획득한다1 . 

획득된 진동 신호를 분석하고 고장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스스로 최적의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하는 

데이터 기반 고장진단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 기반 

고장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딥러닝을 이용하여 . 

고장진단 알고리즘 개발 시 딥러닝을 충분히 학습

시킬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딥러닝 모델. 

은 깊은 구조를 가질수록 우수한 성능을 가질 수 

있지만 깊은 구조를 충분히 학습 시킬 데이터가 필, 

요하다 하지만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고장 데이. , 

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전이학. 

습 을 이용한 (transfer learning) CNN 

기반 딥러닝 모(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델을 제안한다 많은 양의 영상데이터를 분류할 수 . 

있도록 충분히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VGG [15] 

전이학습을 적용하여 적은 양의 고장데이터로도 성

능이 우수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한다 딥러닝의 입. 

력은 차원 진동 신호의 주파수 특징을 효과적으로 1

보기 위해 STFT (Short Time Fourier 

기반의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한다Transform) . 

는 시간 영역의 차원 진동신호를 비교적 간STFT 1

단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시간 주파수 공간으로 -

변환이 가능하다. 

실험은 여러 부하 조건에 대해 다양하게 실시하

였고 내부 특징 맵 시각화 , (feature map 

기술을 이용하여 딥러닝 모델의 동작visualization) 

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어질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장에서는 . 2

그리고 전이학습의 기본 원리부터 이STFT, CNN, 

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고장진단 알고리즘까지 상세

히 다룬다 장에서는 실제 실험을 통한 성능 평가. 3

와 심층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장의 . 4

결론에서 논문을 요약 정리한다. 

고장 진단 알고리즘. Ⅱ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딥러닝을 이용한 진동 신

호 기반의 고장 진단은 그림 과 같다LM Guide 1 . 

차원의 진동 신호를 를 이용하여 시간 주파1 STFT -

수 분석 결과인 차원의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한다2 . 

스펙트로그램은 특징 추출과 고장 진단을 다른 부

가적인 신호처리 방법 없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에 입력된다 즉 심층 컨볼루션층으로 . 

구성된 이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고장진단을 CNN

위한 다양한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맵은 . 

을 통해서 채널당 GAP (Global Average Pooling)

하나의 특징으로 대표되고 이후 완전연결층 (fully 

을 통해 입력된 신호가 고장인지 connected layer)

정상인지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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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진동신호의 스펙트로그램 정상 상태 2. (a) (b) 

고장 상태

Fig. 2 Spectrogram of vibration signals (a) 

normal state (b) fault state

차원 진동 신호에서 효과적으로 특징을 추출하1

고 차원 영상 신호에서 미리 학습된 모델에 , 2 VGG 

전이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간 주파수 분석 -

기법 중 를 이용하여 스펙트로그램 영상을 생STFT

성한다 는 푸리에변환의 단점인 시간에 따른 . STFT

신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

해 제안되었다 즉 식 과 같이 시간에 따라 신호. (1)

를 작은 구간으로 나누고 중첩구간 을 반(overlap) 

영하여 각 구간별로 푸리에 변환을 한다 [16].

 
∞

∞

  (1)

는 창 함수이고 (window) 는 윈도우 함수를 

이동시키는 변수이다 는 이동하는 창의 크기. STFT

에 따라 스펙트로그램 영상도 변화하는데 창의 크, 

기가 크면 주파수 해상도는 증가하지만 시간에 대

한 해상도는 감소한다 창의 크기가 작으면 주파수. 

와 시간에 대한 해상도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다. 

그림 는 가이드에 장착된 진동센서로부터 획2 LM 

득된 신호를 일부 구간에 대해 를 이용하여 STFT

생성한 스펙트로그램 영상이다 그림 는 정상 . 2 (a)

신호 그림 는 고장 신호에 대한 변환 결과이, 2 (b)

다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른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분석 가능하고 이를 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CNN .

은 일반적으로 합성곱층 과 CNN (convolution)

풀링층 으로 구성된 특징 추출 모듈과 완(pooling)

전 연결층 로 구성된 분류 (fully connected layer)

모듈로 구성된다 은 가중치 공유 . CNN (weight 

와 지역수용영역 의 sharing) (local receptive field)

전략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획기

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영상과 같이 차원이 큰 데

이터에 효과적으로 동작 한다 합성곱 필터의 [17]. 

동작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수식의 
는 번째 층에서 번째 채널 (channel)

의 특징맵을 의미한다. 는 번째 출력 채널을 계

산하기 위해 필요한 채널들이고 는 합성곱 필터, 

는 편향 를 의미한다(bias) . 는 활성함수이다 [7]. 

이 논문에서는 식 과 같이 기울기값이 사라지는 3

문제를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해 활성 함수를 ReLU 

이용한다.

 max (3)

의 구성요소 중 풀링은 학습 시간을 줄일 CNN

수 있고 위치나 이동에 좀 더 강인한 특징을 추출, 

할 수 있다 은 위에서 설명한 합성곱 활성함. CNN , 

수 풀링을 깊게 쌓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런 구, . 

조를 반복하여 깊게 쌓을수록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고 성능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깊은 구. 

조를 학습시킬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본 논문과 같이 충분한 양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고장 진단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이학습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 개발을 제안한다.

전이학습은 목표로 하는 분야 (target domain)

의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데이

터가 많은 분야 에서 잘 학습된 딥(source domain)

러닝 모델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에. 

서는 이미지넷 대회의 분류 문제에 대해 백만장이 1

넘는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를 이용하여 VGG-19 

전이학습을 한다 모델은 개의 합성곱. VGG-19 16

층으로 이루어진 특징추출기와 개의 완전연결층으3

로 이루어진 분류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식으로 .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4)

     (5)

는 소스 데이터이고(source) , 와 는 각

각 소스 모델의 특징추출기와 분류기의 가중치이다. 

는 입력 를 출력 로 매핑 한다(mapping) . 

와 는 각각 고장진단 모델의 특징추출기와 분

류기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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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장 진단을 위한 딥러닝 모델 구조3. 

Fig. 3 Deep learning model for fauls diagnosis

전이학습 중 대표적인 방법은 특징 추출기는 소

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분류기만 새로운 데이

터로 학습하는 방법과 특징 추출기의 가중치를 초

기값으로만 사용하고 전체를 모두 미세조정 (fine 

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 즉 고장 진단 tuning) . 

모델인 는 입력 를 소스 모델의 특징추출기인 

   또는  와 고장 진단을 위한 분류기 

를 이용하여 를 출력한다 이 논문에서는 두 방. 

법에 대해 모두 실험을 통해 성능 비교를 진행한다. 

고장 진단을 위한 모델의 구조는 그림 과 같다3 . 

모델에서 나온 특징맵을 완전연결층과 연VGG-19 

결하기 위해 기존 와는 다르게 을 이VGG-19 GAP

용하여 각 채널당 하나의 특징 값으로 변환한다 특. 

징맵의 형태가 ×× 일 때 를 통해서  GAP

×× 크기로 줄어든다 이후 완전연결층 개를  . 2

연결하고 최종 출력은 고장인지 정상인지를 판단하

는 개의 노드로 구성된다 그림 의 각 블록상단2 . 3

에 위치한 숫자는 채널수를 의미한다.

실험 결과. Ⅲ

다양한 환경에서도 강건한 고장진단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격 하중을 고려하여 200, 

의 부하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400, 500kg

였다 가속도 센서는 측정 범위가 전압 감도 . 14g, 

를 사용하였다 가이드의 이동 490±10% mV/g . LM 

속도는 이고 이동 거리는 이다100mm/s 500mm . 

진동센서를 그림 와 같이 부착하여 반복실험을 통4

하여 개의 정상 데이터와 개의 고장 데이터240 240

를 획득하였다 신호는 초 시간 간격으로 측. 0.0003

정하였다 고장은 가이드의 특정 열이 파손된 . LM 

상태이다 데이터는 학습 검증 . (Training) : 

평가 개로 (Validation) : (Test) = 240 : 96 : 144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림 실험에 사용된 가이드와 부착된 진동 4. LM 
센서

Fig. 4 The LM Guide and vibration sensor used 
in the experiment

학습은 전이학습을 이용하여 분류기의 가중치만 

갱신하는 방법 과 전체 가중치 미세조정하여 학습1

하는 방법 를 이용하였고 손실함수는 크로스엔트2 , 

로피 최적화 기법은 (Cross entropy), 

를 적용하였다Adam-optimizer .

고장 진단 알고리즘의 정확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밀도 와 재현율 을 식 (precision) (recall) (6)

과 같이 정의한다.

 


  


(6)

식 에서 는 고장을 고장이(6) true positive (TP)

라고 정확히 판단한 경우이고, false negative (FN)

는 고장을 정상이라고 판단한 경우이다 또한 . false 

는 정상인데 고장이라고 판단한 경우positive (FP)

이다 정밀도와 재현율과 더불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 

고려할 수 있는 정확도 는 식 과 같(accuracy) (7)

다 식 에서 는 정상을 정상. (7) true negative (TN)

이라고 판단한 경우이다. 

 


(7)

실험 결과는 그림 와 같다 그림 는 각 5 . 5 epoch

마다 학습과 검증 데이터에서 측정한 정확도 나타

낸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두 방법 모두 학습 정. 

확도와 검증 정확도가 유사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법 즉 전체 가중치를 미세조. 2, 

정한 경우가 분류기만 학습한 방법 보다 빨리 학1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권 제  호  년 월14 6 2019 12 291

(a)

(b)

그림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의 학습 데이터와 검증 5. 

데이터의 정확도 방법 방법 (a) 1 (b) 2

Fig. 5 Accuracy of training and validation data 

during learning (a) condition 1 (b) condition 2

      Prediction

  Actual

Condition 1 Condition 2

Fault Normal Fault Normal

Fault 68 4 72 0

Normal 8 64 0 72

표 전이 학습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1.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according to 

transfer learning method

습이 되면서 정확도도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평가를 위해 모델은 검증 데이터에서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경우로 선정을 한 후 평가를 진행하였

다 즉 방법 의 경우는 최대 검증 정확도가 . 1 95.8%

인 경우이고 방법 는 최대 검증 데이터가 , 2 100%

인 경우이다 표 에서 각 방법별로 선정된 모델에 . 1

대해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혼동행렬 로 나타내었다(confusion matrix) . 

혼동행렬 결과를 이용하여 정밀도 재현율 정확도, , 

를 각각 계산할 수 있다 방법 은 의 정밀. 1 94.4%

도 의 재현율 그리고 의 정확도를 가, 89.5% , 91.7%

지는 반면에 방법 는 가지 지표 모두 의 , 2 3 100%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특징 활성화맵 생성을 위한 네트웍 구조6. 

Fig. 6 Network structure for generation of 

feature activation map

(a) (b) (c)

(d) (e) (f)

그림 실험 결과 영상 정상 상태의 스펙트로 7. (a) 

그램 방법 의 정상 상태 특징 맵 방법 , (b) 1 , (c) 

의 정상 상태 특징맵 고장 상태의 스펙트로 2 , (d) 

그램 방법 의 고장 상태 특징 맵 방법 의 , (e) 1 , (f) 2

고장 상태 특징맵

Fig. 7 Result images for visualization (a) 

spectrogram of normal state, (b) feature map 

of (a) under condition 1, (c) feature map of (a) 

under condition 2, (d) spectrogram of fault 

state, (e) feature map of (d) under condition 1, 

(f) feature map of (d) under condition 2

딥러닝 기반 고장 진단 모델의 동작을 이해하고 

최종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 영상의 구성 요소

를 분석하기 위해 시각화 기술을 적(Visualization) 

용한다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 

연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시각[18-22]. 

화 기술 중 비교적 구현이 간단하면서도 시각화 성

능이 우수한 을 응용하여 시VisualBackProp [18]

각화를 수행한다. 

은 그림 과 같이 가장 마지막 VisualBackProp 6

층의 특징맵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지막층의 특징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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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방향으로 평균을 취하여 하나의 특징맵을 만든

다 이 특징맵을 바로 앞층의 특징맵과 같은 위치의 . 

화소 들과 곱한다 곱하기를 수행하기 전 (pixel-wise) . 

앞층의 특징맵이 특징맵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 마지

막층의 특징맵의 크기를 풀링하기 전의 크기로 변환

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가장 앞에 있는 층까지 반복. 

하면 최종 특징의 활성화 맵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은 시각화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 상태과 7

고장 상태의 특징 활성화맵을 나타낸다 그림 . 7 (b)

와 그림 는 정상 상태의 특징 활성화맵 중 그림 7 (c)

는 방법 그림 는 방법 에 의해서 생성7(b) 1, 7 (c) 2

된 것이다 그림 와 그림 는 고장 상태의 . 7 (e) 7 (f)

방법 과 방법 에 의한 특징 활성화 맵이다 고장과 1 2 . 

정상 상태의 특징 활성화 맵을 분석해 보면 그림과 

같이 고장 상태는 정상 상태에 비해 낮은 주파수 부

분에 특징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 

그림과 같이 방법 에 의한 특징 활성화 맵이 방법 2

에 비해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즉 방법 은 1 . 1

기존 학습된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특정 부분 뿐

만 아니라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어서 최종 고장 진단 성능이 방법 에 비해 낮다2 . 

실험 결과와 같이 제안한 전이학습을 이용한 딥

러닝 기반 고장진단 기술은 다양한 부하 조건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결 론. Ⅳ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진동신호를 이용한 

가이드의 고장 진단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고LM . 

장을 진단하기 위해 진동신호를 시간 주파수로 분석-

할 수 있는 스펙트로그램을 딥러닝의 입력으로 이용

하였다 기반의 깊은 인공신경망을 빠르게 학. CNN 

습하고 진단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전이학습 기반의 

딥러닝 학습 기법을 제안하였다 전이학습은 . VGG 

기반의 영상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특징추출기와 분

류기를 선택적으로 학습하였고 성능을 비교 평가하, 

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전이학습 방법을 적

용하였다 또한 시각화 방법을 이용하여 딥러닝의 동. 

작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부하 조건하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을 실험하여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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