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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부분의 장비 결함 예측 접근법은 동일한 운행 환경 데이터에 대해 훈련되고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훈련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 이때 교차-

도메인 결함 예측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회전체 진동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환경 데이터에 대해 교차-도메인 결함 예측을 위한 적대적 일관성 유지 변환 학습 방법을 제안한

다. 원신호에 대한 이미지화를 위한 전처리로 Short-term Fourier Transform이 적용되었고, 고장 신호의 특징

에 집중된 변환을 위해 분류기의 특징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주파수영역에서는 고장 정

보의 위치, 형태 등이 분류 특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변환하기 위해 일관성 유지 변환 네트워크

를 적용하였다. 제안한 모델의 실험결과는 약 88%내외의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기존 교차-도메인 적

응 학습 기법들과 비교하여, 약 5~10%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겪

는 장비 고장 진단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큰 적재 능력, 큰 감속비, 높은 전송 효율 및 기타 

두드러진 장점으로 인해 회전 기계는 항공기 엔진, 풍력 

터빈 및 고속 철도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긴 

작동 시간과 고온, 고속, 무거운 하중 및 강한 충격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 노출되면 기계 장비에서 다양한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여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회전체 상태 모니터링의 경우 지능형 진단 연구의 

만족스러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법은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하므로 작업 상태 변화 

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진단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1]. 그림 1은 다변하는 운행 조건에 따라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여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아직 

학습하지 않은 다른 작동 조건 (속도, 부하 등)을 

진단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일관성 유지 도메인 변환을 통한 고장 진단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변하는 운행 조건에서도 

강력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최근 적대적 학습을 통한 

도메인 적응 모델을 통해 효과적인 분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적대적 도메인 

적응 방법은  

 

그림 1. 도메인 적응의 개념적 시각화. 𝐹   두 데이터 간

의 분포 차이를 줄이기 위한, 특징 학습 함수, 𝑃(𝑥𝑠)   소

스데이터 분포, 𝑃(𝑥𝑡)  대상데이터 분포  

 

레이블이 지정된 (소스)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 간의 특징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스 데이터

의 분류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모델을 훈련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도메인 불변 특성 공간에 매핑 한다 [2]. 

결함 진단을 위한 딥 모델 기반 도메인 적응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구름 베어링 결함 진단을 위해 강력한 도

메인 적응 방법이 제안되었다. 여기서 데이터의 클래스 

간 거리와 클래스 내 거리가 모델 일반화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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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최적화되었다 [3], [4].  

이미지 영역에서는 대상간의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 

적대적 순환 일관성 유지 생성 모델 (CycleGAN)을 통해, 

이미지간 변환 이미지 생성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5].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순환 일관성 유지 모델에서 착안

하여 다변하는 운행 조건 데이터 간의 변환 학습을 통

해 고장 분류 성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분류기를 학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존의 방법들을 결합하여 다

양한 운행 조건의 데이터를 순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

운 잠재 공간에 투영하고, 적대적 학습으로 불변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기존 연구방법과의 차별점을 두고 

있다. 

표 1. 도메인 적응 방법의 연구 동향 

저자 방법 설명 

Y. Ganin [2] 
적대적 

학습 

적대적 도메인 학습을 통한 도메인  

불변 특징 추출 

T. Hui [3] 
적대적 

학습 

카테고리 분류기와 도메인 분류기를  

결합 

M. Ragab [4] 
다중 

스케일 학습 
다중 대상 도메인 특징 추출 

 

3. 학습모델과 분류방법 

3.1 Short-time Fourier Transform를 이용한 전 처리 

다변하는 운행 조건 진동신호의 대상간 특징 학습을 

위해 STFT를 적용하여, 시간, 주파수와 진동 신호 간의 

관계를 손실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전 처리한다. 시간에 

대한 신호 함수  𝑓(𝑡)와 윈도우  𝜔(𝑡)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𝑆𝑇𝐹𝑇(𝑡, 𝜔) = ∫ 𝑓(𝑡)𝜔(𝑡 − 𝑡′)𝑒−𝑗𝜔𝑡𝑑𝑡
∞

−∞
 (1) 

3.2 제안하는 방법 

서로 다른 도메인 데이터 간의 변환을 통한 특징 

추출 및 데이터 생성을 위한 모델로서 CycleGAN [5]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다. CycleGAN의 학습 목적은 

서로 다른 도메인 사이의 특징을 학습하여 유사한 

신호를 생성하고, 도메인 판별자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 𝑥𝑠에서 레이블이 없는 타겟 

도메인 𝑥𝑡 로 변환하는 생성자 𝐺𝑠 와 타겟에서 소스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생성자 𝐺𝑡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장을 판단하는 고장 분류기 𝐶𝑠 는 소스 도메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된다. 도메인 판별자 𝐷𝑠 , 𝐷𝑡 는 

각각 소스와 타겟 도메인 데이터의 변환 과정에서 

도메인 분류를 위해 학습된다. 각 도메인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ℒ𝐺𝐴𝑁(𝐺𝑠, 𝐺𝑡, 𝐷𝑠) = 𝔼𝑥𝑠
[𝑙𝑜𝑔𝐷𝑠(𝑥𝑠)] + 𝔼𝑥𝑡

[log (1 − 𝐷𝑠(𝐺𝑡(𝑥𝑡)))](2) 

ℒ𝐺𝐴𝑁(𝐺𝑠, 𝐺𝑡, 𝐷𝑡) = 𝔼𝑥𝑡
[𝑙𝑜𝑔𝐷𝑡(𝑥𝑡)] + 𝔼𝑥𝑠

[log (1 − 𝐷𝑡(𝐺𝑠(𝑥𝑠)))](3) 

 또한, 도메인 변환 간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대상 데이터의 특징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ycle Consistence Loss가 추가되었다. 

ℒ𝐶𝑦𝑐𝑙𝑒(𝐺𝑠, 𝐺𝑡) = ‖𝐺𝑡(𝐺𝑠(𝑥𝑠)) − 𝑥𝑡‖
1
+‖𝐺𝑠(𝐺𝑡(𝑥𝑡)) − 𝑥𝑠‖

1
(4) 

그러나 CycleGAN은 이미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이미

지 간의 차이점이 있는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고장 분류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장과 

관련 있는 정보에 집중된 변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변환 시 고장 데이터에 집중된 영역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장 분류 성능 향상을 유지하도

록 attention mechanism이 적용되었다. Attention weight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𝛼 = 𝑠𝑜𝑓𝑡𝑚𝑎𝑥(𝑤𝑇𝑀)  (5) 

여기에서 𝑤는 classifier의 hidden layer, 𝑀은 𝐺(𝑥)를 의

미한다. 레이블이 있는 소스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고장 

분류기가 집중한 영역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대상 도메

인에서도 고장 분류 성능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따라

서 전체 Loss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ℒ𝑡𝑜𝑡𝑎𝑙 = ℒ𝑟𝑒𝑐(𝛼𝐺𝑠(𝑥𝑠), 𝑥𝑡) + ‖𝐹(𝛼𝐺𝑠(𝑥𝑠)) − 𝑥𝑠‖
1

+

ℒ𝑟𝑒𝑐(𝐺𝑡(𝑥𝑡), 𝑥𝑠) + ‖𝛼𝐺𝑠(𝐺𝑡(𝑥𝑡)) − 𝑥𝑡‖1
) + ℒ𝑐𝑙𝑎𝑠𝑠(𝐷𝑐(𝑥𝑠) +

𝐷𝑐 (𝐺𝑡(𝛼𝐺𝑠(𝑥𝑠))) + ℒ𝑑𝑖𝑠(𝔼[𝑙𝑜𝑔𝐷(𝑥𝑠)] + 𝔼[1 − 𝑙𝑜𝑔𝐷(𝑥𝑡)]) (6) 

그림 2는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다. 고장 분

류기로부터 고장 분류 특징 정보를 공유 받아 소스 및 

대상 데이터를 변환한다. 

 

그림 2. 고장 분류 특징 공유를 이용한 도메인 변환  

네트워크 구조 

4. 실험 결과 

4.1 데이터 

실제 산업장비로부터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측정된 

진동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회전체의 균열 크기에 따

라 결정되는 세 가지 유형의 (0.5, 1.0 및 2.5 mm. 균열)의 

고장을 포함하고 있다. 각 데이터는 서로 다른 4가지 조

건의 회전 속도에 따라 A~D로 구분되고, 각 데이터 집

합은 소스와 대상 도메인으로 분류되어 학습된다.  

표 2. 측정 데이터 구성. 

데이터 A B C D 

회전 속도 (rpm) 9.1 6.8 4.5 2.3 

고장 유형 (mm) 0.5, 1.0, 2.5 0.5, 1.0 0.5, 1.0, 2.5 0.5, 1.0 

Train 14688 3916 12729 8486 

Test 3671 979 318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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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는 측정 데이터의 회전 속도 및 포함하고 있는 고

장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데이터 집합은 7 3의 비

율로 Train과 Test 데이터로 구분되어진다. 

 

4.2 결과 및 논의 

실험은 데이터 세트 중 하나를 소스, 나머지 중 

하나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행된다. 데이터 세트 A와 

C에만 모든 작업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세트는 A 또는 C를 사용하고 

검증을 위해 다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는 표 3의 조건에 따라 정확도를 10-fold 실험을 

통해 다른 최신 딥 러닝 방법의 성능과 비교했다. 모든 

경우에 제안된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났으며, 대상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 약 88 %~ 

92 %의 정확도가 달성되었다.  

표 3. 기존 학습모델과 성능 비교 결과. 

데이터집합 Y. Ganin [2] T. Hui [3] M. Ragab [4] Ours 

A→B 82.24±1.26 85.23±0.46 87.08±1.35 92.12±1.56 

A→C 81.42±1.83 83.37±0.87 86.42±1.62 91.85±0.77 

A→D 79.12±1.36 83.29±1.25 86.95±2.56 85.31±0.86 

C→A 84.11±1.62 84.92±0.82 86.23±2.34 87.42±1.03 

C→B 85.27±1.23 83.16±0.96 85.45±2.27 87.14±2.12 

C→D 84.68±1.94 83.85±1.36 85.20±2.92 88.73±1.83 

Average 84.34 84.93 86.09 88.5 

제안된 모델을 이용한 실제 기계 분류 결과의 혼동 

행렬은 그림 3과 같다. 혼동 행렬은 열에 샘플의 예측 

결과를 표시하고 행에 샘플의 실제 라벨을 표시한다. 

도메인 적응 적용전에 비해 높은 성능 분류를 

보여주었으며, 최소 고장 (0.5mm)에 대한 분류도 잘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도메인 적응 적용 전    (b) 제안하는 모델 

그림 3. A→C 분류 혼동 행렬 

 

우리는 또한 학습 모델이 집중한 고장 정보의 변환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신호 변환 결과를 그림 4와 같이 

비교하였다. 노란색 박스 영역을 보면, 고장 분류를 

위해 학습 모델이 도메인 변환간에 집중하여 특징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징 변환이 적은 반면,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유사한 영역에 집중하여 특징 학습이 

이루어진다. 

  

(a) 소스→타겟           (b) 타겟→소스 

그림 4. 도메인 변환을 통해 고장 분류에 집중된 특징 

학습. (빨간색은 레이블이 있는 소스, 파란색은 레이블이 

없는 대상을 의미함.) 

5. 결론 

이 백서에서는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회전 기계 

고장을 분류하고 진단하기 위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도메인 적응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장애 진단을 위한 도메인 적응의 주요 과제 

중 하나 인 다양한 작동 조건에 대해 충분한 샘플을 

확보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 적대적 일관성 

유지 학습 방법과 고장 분류기의 특징 정보 공유방법을 

통해 고장 분류 특징 정보에 집중된 특징 변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실제 머신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최신 딥 러닝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하는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대상 도메인에서 88% 

이상의 정확도로 분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징 변환 비교 분석에 따르면 우리 

모델은 새로운 작동 조건에서 원하는 분류 성능을 

유지하면서 결함을 효과적으로 진단한다. 

향후 작업에서는 대상과 소스 도메인이 서로 다른 

레이블 범주를 갖는 진단 작업을 실현하기 위해 모델을 

더욱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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