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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소음, 진동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기계 고장진단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계로부터 취득

된 소리와 진동을 바탕으로 학습한 DNN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계 고장을 진단한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에 따라 

적용대상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기계에 종속적이지 않고 가변적으로 다양한 기계에 대해 고장 예지 및 건전성 관리

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액추에이터를 환풍기로 설정하여 정상상태와 4가지 비정상상태의 5가지상태

를 학습하여 실험한 결과 93%의 정확도를 얻었다.

키워드: PHM(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기계 고장(Machine breakdown),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I. Introduction

현재 기계시스템의 결함이나 손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 정기적 

예방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상부품의 교체로 인한 

비용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갑작스런 시스템의 고장에는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고장 예지 및 건전성 

관리(PHM: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2] 기반의 PHM기술을 

사용한 기계 고장진단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액추에이터로부터 취득된 소리와 진동 값을 통해 입력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심층신경망 모델로 전달하여 비정상상황을 분류한다.

II. System Design

1. Fault Diagnosis Syste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기계 고장진단 시스템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Classifier Client에서 실시간으로 마이크와 진동센서를 통해 액추

에이터의 소리와 진동 값을 취득하여 DNN(Deep Neural Network)모

델의 입력층에서 사용될 입력벡터를 생성한다[3]. 취득된 소리는 

소리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계수를 

입력벡터의 파라미터로 사용하는데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mfcc, chroma_stft, melspectrogram, spectral_contrast, tonnetz 

5가지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액추에이터 소리의 데이터 처리가 끝나면 

추출된 계수들과 액추에이터의 진동 값을 나열하여 입력벡터를 생성하

고 이를 Classifier Server로 전송한다. Classifier Server는 입력벡터

를 전송받아 DNN모델의 입력층에 전달한다. 전달 된 입력벡터는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통해 계산되고 이에 대한 결과 값을 Classifier 

Client에게 restAPI Type으로 전송한다. Classifier Server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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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DNN모델의 은닉층(Hidden Layer)은 각각 300, 200, 100개의 

노드로 이루어져있으며 은닉층의 노드들은 앞 레이어의 모든 노드들과 

연결되어있다. 은닉층의 활성함수로는  ReLU(Restified Linear 

Unit)함수를 사용하고 비용 함수(Cost Function)는 cross-entropy함

수로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용함수

를 최소화 하였다. y는 실제 얻어야 할 결과물(true output)이고 

y’는 입력벡터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model output)이다. 출력층에

서는 Softmax함수를 사용하여 액추에이터의 상태를 분류한다.

       
 ≥    

Restified Linear Unit Formula

L = I log′

cross-entropy Formula

2. 분류 모델별 정확도 비교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구현한 고장 진단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Bayesian Network와 HMM, DNN 

Classifier를 같은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이에 대한 정확도

를 비교하였다. 액추에이터는 환풍기를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정답 

class는 정상동작, 팬 손상, 이물질로 인한 환풍기 동작 방해, 모터 

고장, 전원이상의 5가지를 학습한다. Fig. 2는 위 5가지의 상태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NN 학습모델에서 Epochs 5500, Learning 

rate 0.01으로 학습하였을 때의 학습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Table 1은 실험의 결과로 600개의 데이터 셋의80%는 훈련데이터

로 20% 검증데이터로 사용했을 때 나온 결과이다. DNN Classifier는 

정확도 93%로 3가지 Classifier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Fig. 2. Training Test Result

Bayesian 

Network
HMM DNN 

정확도 79% 85% 93%

Table 1. Comparison result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기계시스템의 소리정보와 진동으로부터 비정상 상황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딥러닝을 사용하여 학습데이터에 

따라 가변적으로 기계고장을 진단함으로써 특정 기계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최종적으로 실험한 결과 93%의 정확도로 분류함

을 볼 수 있었다. 공정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수리비뿐만 아니라 

가동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기계시스

템의 비정상 상황을 관리자가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활동으로 공정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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