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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동기의 구조는 터빈, 압축기 등의 다른 회전 기

계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진동 및 소음의 특징은 매우 복잡하고 높은 주파수

까지의 넓은 주파수 대역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전동기의 결함 분석에는 많은 현장 트러블 

해결 경험과 사례 베이스의 구축, 고장 모드의 파악

과 고장 원인과 증상과의 관계인 인과 행렬의 구축 

등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한 체계적인 고장 원인 분

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진동 데이터로부터 원인을 추정하는 데에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 또

한 원인 추정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은 큰 사고와 경

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

서는 통상 전문가와 설비 운전을 담당하는 정비 기

술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진동 신호를 이용한 진단 기술의 자

동화를 도모하고자 하여 Relevance Vector 
Machine(RVM)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

다.

2. Relevance Vector Machine

2.1 RVM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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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M 알고리즘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한 사후확률

을 구하여 높은 확률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y(x)에        함수를 대입하고 

에 대한 Bernoulli 분포에 적용하면 우도는 식

(1)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 할 수 있다.

 


 

  

   (1)

의 최대우도추정은 과다접합을 발생시킬 수 있

어 사전분포는 각 가중치에 개별 초평면을 정

하는데 이용된다. 사전가중치 분포는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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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에서 는 N+1초평면 벡터이다.
 우도와 주어진 사전의 값으로 베이즈 정리를 통

해 식(3)과 같은 사후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3)

우도 는 Gaussian 분포가 아니라서 최대사

후가중치 는 계산할 수 없고 Laplace 근사치가 

적용된다.
다중클래스에서 RVM은 one-against-all 방법으로 

분류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독립적으로 n분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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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ICA Selected features
Training 

accuracy(%) 91.5 35.2 89.5

Test accuracy(%) 85.7 28.6 91.4
Total accuracy(%) 90 33.6 90

No. of SV 10 7 11

PCA ICA Selected features
Training 

accuracy(%) 90.5 80.5 89.6

Test accuracy(%) 88.6 76.3 85.7
Total accuracy(%) 90 79.2 88.5

No. of SV 52 93 52
Parameter C 4 128 32

Fig.1 Block diagram of fault diagnosis system 

 
 

 




 

          (4)  

  는 클래스 k에 있는 n 관찰하기 위한 변수이

다. 다중클래스 우도로써 식(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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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함 진단 시스템의 구성 및 진단 결과

3.1 결함진단 시스템 
 결함진단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Fig. 1과 같다. 

대상 기계로부터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신호를 취

득, 시계열 데이터를 통계적 처리를 통해 특징값 계

산, 특징값을 정규화, 특징 추출, RVM을 이용하여 

훈련 및 분류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진단 결과     
전동기 결함진단을 위해 분류 알고리즘으로 RVM

을 이용하였다. 데이터는 인위적인 결함 6가지와 정

상상태로 총 데이터는 140개 이며 훈련을 위한 데이

터로 105개(상태당 15개), 테스트 데이터로 35개(상태

당 5개)를 사용하였다. RVM과 비교를 위하여 SVM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동일하게 다중 분류화를 

수행하기 위해 One-against-all 기법과 Gaussian 커널 

함수를 사용하였고, 커널 파라미터 을 0.5로 설정하

였다. 

Table 1 SVM classification result

Table 2 RVM classification result

SVM과 RVM을 이용하여 분류결과를 나타낸 

Table.1 과 Table.2 에서 두 알고리즘의 분류정확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CA를 이용한 방법이 RVM과 SVM에서 분류가 

가장 잘 나타났다. 

4. 결  론

RVM은 SVM과 비슷한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며 

SVM과 비교하면 매개변수 C 값을 설정 하지 않음

으로써 반복적인 작업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더 적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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