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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굴삭기와 같은 산업용 기기의 교체수명을 예측하여 오작동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굴삭기에서 수집된 데이터(엔진회전 수, 냉각수 온도 등 21개의 속성)를 이용하여, 굴

삭/상차, 나라시, 경사지 작업, 도랑 파기 등의 총 8가지 작업 모드를 구분하는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이상치 검출을 통한 굴삭기의 고장예측이나 수명예측이 가능하다. 제안한 모델에 대해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통합한 CNN-LSTM 학습을 진행

하여, 90~95%의 신뢰도를 얻은 결과를 임베디드 보드로 구현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1. 서  론 

기계 장비의 작업 동작을 구분하여, 모드별 피로도를 

산출함으로써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문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그러나, 작업 모드가 

다양하고 복합 동작(연결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굴삭기의 동작 분류를 입출력 값을 근거로 한 기존의 

분류 방법으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환경적 제약 사항과 실시간성 처리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굴삭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굴삭기의 현재 작업모드를 구분하고자 하며, 

이를 누적 관리하여 굴삭기에 가해지는 피로도를 

산출하거나, 고장을 예측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기계학습 분야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과 음성 

등의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CNN-LSTM 기법[3]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작업 

동작 구분 모델을 개발하고, 8가지의 굴삭기 작업 

모드에 대한 분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양(즉, 데이터의 측정 주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방법을 통해 윈도우 

크기는 약 50개의 측정 데이터 포인트로(1 초) 최적화 

되었으며, 90~95%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 데이터 및 전처리 

 실제 굴삭기에서 8가지 작업에 대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지정된 동작 간의 시험 조건은 

동일한 운전자를 통해 얻었다. 실제 장비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 모드 항목으로 P+, P, S, E의 4가지 장비 

운행 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도 

동일 작업에 4가지 모드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만, 4가지 모두에 대한 데이터 보다는 

임의로 2~4가지 모드에서 실행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각 작업을 크게 8가지 상위 

레벨과 24가지 하위 레벨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라벨링 

하였고, 추후 학습을 계층구조로 수행하기 위해 2가지 

상하 단계로 구분하여 모델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총 

24가지 타입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class_Low, 

class_High_Low 단위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굴삭상차_골재는 class_1, 해당 작업 중 작업 모드 

P+메꾸기는 class_1_1, s상차는 class_1_2로 

정의하였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센서 데이터의 

그래프 예시이며, 데이터 간의 패턴을 학습시키기 위해 

기존의 방법으로는 원시값을 학습시켰으나, 본 

논문에서는 각 작업모드 별 수집 데이터에 CNN-LSTM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스케일링, L1 

표준화, 윈도윙을 통해 인코딩하여 이미지 형태로 

학습하였다. 

 

그림 1. 측정 데이터의 이미지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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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습방법은 각 클래스의 데이터를 전처리 한 

후 특징을 수동으로 뽑아야 하고, 이를 위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 로직이 필요했다. 반면에 딥러닝 기법은 

특징을 자동으로 선정하고 학습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데이터를 이미지화 해서 학습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L1 

표준화를 통해 예측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윈도윙 

기법을 통해 작업 모드의 시계열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다만, 윈도윙 기법을 활용함에 있어, 동작 모드 

별로 동일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적절한 윈도우 크기를 비교 분석 하였다. 

그림 2는 위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이미지로 변환한 

데이터 집합 전체를 다차원 공간에 표시한 것으로, 각 

색상이 하나의 구분된 작업 패턴을 의미하는데, 데이터 

집합들이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어 육안으로 보기에는 

쉽게 패턴을 찾아내기 어려움을 볼 수 있다. 

 
그림 2. 변환된 데이터 집합의 가시화. 

 

3. 학습모델과 분류방법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분류 성능 향상을 위해 18가지 

클래스를 상위,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1차적으로 하위 

그룹을 구분하고, 2차로 상위 그룹을 선택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처음부터 18가지 세부 클래스를 구분하여 

학습시키면,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게 되기 때문에, 구분점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본 

아이디어는 하위 레벨로 설정된 작업 모드 간에 유사한 

형태의 작업임을 감안하여 그룹으로 묶어 학습하고, 

1차적으로 구분된 작업 모드 그룹 내에서 작업 종류로 

구분하면 보다 성능이 향상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은 전체 학습 모델을 설명한 것으로 1) 입력 데이터를 

윈도우 크기에 따라 전처리 한 후 이미지 집합으로 

변환하고, 2) CNN을 통해 특징을 추출한 후 3) LSTM 

학습을 통해 하위 레벨의 클래스를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결정을 통해 현재 동작 모드가 

무엇인지 구분해 낸다. 

 

그림 3. 학습모델의 구조. 

 

위에서 제시된 학습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Definition of Learning Parameter:  
• 18-classification problem 
• Implementation 

– Window size: {50, 75, ..., 200} 
– Model 

• CNN-LSTM Network 
• Spatial Feature: Convolution-

pooling Module × 2 
• Temporal Feature: Bi-LSTM 

Module 
– Rule of thumb 

• 'tanh'+'softmax' Activation 
• Adadelta 
• Early-stopping 

• Train/Test split 
– Train 80%, Test 20% 

LSTM은 MLP와 같은 뉴런 레이어로 구성되며 출력 인

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 입력 인스턴스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구조이다. 또한, LSTM에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과 같은 반복 연결이 있어 

이전 시간 단계에서 활성화 한 뉴런의 상태를 출력 뉴

런의 문맥으로 사용한다.  특히, LSTM은 vanishing 

gradients 문제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모델이다. LSTM에는 세 

개의 게이트와 셀이라는 메모리가 있으며, 각 게이트와 

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Forget 게이트는 어떤 정보를 버릴지 결정 

𝑓$ = σ'𝑊) ∙ [ℎ$-.	, 𝑥$] + 𝑏)5            (1) 

2. 입력게이트는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할지 결정. 

𝑖$ = 𝜎(𝑊9 ∙ [ℎ$-.	, 𝑥$] + 𝑏9) 
𝐶$< = tanh(𝑊A ∙ [ℎ$-., 𝑥$] + 𝑏A	)     (2) 

3. 셀상태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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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 = 𝑓$ ∗ 𝐶$-. + 𝑖$ ∗ 𝐶$<            (3) 

4. 출력 게이트는 어떤 값을 출력해서 다음 입력으로 

사용하거나 기억할지 결정 

𝑜$ = 𝜎(𝑊D ∙ [ℎ$-.	, 𝑥$] + 𝑏D) 

𝒉𝒕 = 𝒐𝒕 ∗ 𝐭𝐚𝐧𝐡(𝑪𝒕)        (4) 

 

4. 실험 결과 및 논의 

학습은 244sec/epoch으로 진행되었으며, Top-2 

신뢰도가 약 90~95% 정도의 결과값을 보여주었다. 

윈도우 크기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윈도우 크기 50(0.5ms)에서 신뢰도 역시 

약 93%가 나옴이 확인되어 실시간성의 확보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SVM, Random Forest, CNN, LSTM 등 

다른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모델이 타 모델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다만, Top-2 

결과에서 보여준 신뢰도보다 낮은 이유는 다른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Top-1 결과를 산출한 결과이다. CNN, 

LSTM과 같이 단일 모델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정의한 C-LSTM보다 현저히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제안된 방법이 단일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모델별 신뢰도 평가 결과. 

위의 결과로부터 복잡한 상관관계를 갖는 센서 

데이터에 대한 특징 추출에 있어 딥러닝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지 

인식 방법과 시계열 패턴 분석에 용이한 두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 단일 모델보다 효과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혼동행렬을 통해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5 를 보면, 

대부분 대각선 방향으로 정확하게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일정 부분 오분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작업 종류 내에서만 오분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빨간 박스 부분이 실제 

작업에 대한 부분임을 보면, 어떠한 모드에서든지 

정확하게 작업 동작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혼동행렬. 

 

5. 결론 

본 논문은 다차원 시계열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해 

정형화하고, 특정 패턴을 학습하여 작업 동작 모드의 

다양한 클래스를 인식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딥러닝 방법 중 CNN과 LSTM을 

통합하여, 단일 모델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실시간성과 강건성까지 확보하여, 실제 

장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통해 향후 장비의 

피로도 예측 및 잔존수명 예측 등의 추가적인 기능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습된 모델을 통해 

장비의 정상 상태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고, 이상 관측 

모델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개발한 모델을 실제 장비에 탑재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1] Z. Gao, C. Cecati & S.X. Ding, “A survey of fault diagnosis 

and fault-tolerant techniques—Part II: Fault diagnosis with 

knowledge-based and hybrid/active approaches,” IEEE Trans. 

Ind. Electron, Vol. 62, pp. 3768-3774, 2015. 

[2] M. Ahmed, A.N. Mahmood & J. Hu, “A survey of network 

anomaly detection techniques,” Journal of Network and 

Computer Applications, 2016. Vol. 60, pp. 19-31, 2016. 

[3] X. Zhou, B. Hu, Q. Chen & X. Wang, “Recur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answer selection in 

community question answering,” Neurocomputing, Vol. 274, 

pp. 8-18, 2018. 

[4] A. Soualhi, H. Razik, G. Clerc & D.D. Doan, “Prognosis of 

bearing failures using hidden Markov models and the 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 IEEE Trans. Ind. Electron, Vol. 

61, pp. 2864-2874, 2014. 

2019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974


	Main
	Retu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