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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공정라인에서 발생하는 고장을 감지하고 분류하기 한 고장진단기법을 제안한다. 한 윤활유 벨

을 자동감지 하기 한 방법도 제안하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FFT 주 수해석과 여러 경계인수를 갖는 ART2 신경회로망

을 사용하며, LabVIEW를 이용하여 고장진단  윤활유 벨 자동감시를 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로그램을 

제작하여 고장진단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들로부터 제안한 유도 동기 고장진단  윤활유 벨 자동감시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 다. 

키워드 : 고장진단, 유도 동기, 윤활유 벨, 스시스템, ART2 신경회로망, 주 수해석

A b stract

In this paper, a fault diagnosis method is proposed to detect and classifies faults that occur in press process line. An 

oil level automatic monitoring method is also presented to detect oil level. The FFT(fast fourier transform) frequency 

analysis and ART2 NN(adaptive resonance theory 2 neural network) with uneven vigilance parameters are used to 

achieve fault diagnosis in proposing method, and GUI(graphical user interface) program for fault diagnosis and oil 

level automatic monitoring using LabVIEW is produced and fault diagnosis was done. The experiment resul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fault diagnosis method of induction motors and oil level automatic 

moni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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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계, 카메라와 같은 정 부품에서부터 자동차의 차체에 

이르기까지 범 하게 사용되는 스 가공은 24시간 지

속 으로 운 되어야 하는데, 재 스 공정에서의 사소

한 고장은 장 보  에 의해서 즉각 응이 되고 있지만, 

메인 유도 동기(induction motor) 고장 등 미리 처하지 

못한 형 고장에 해서는 일부 부품의 교환 등 외부 수리

업체에서 고장을 수리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 경우 

스 라인 작업이 진행될 수 없고 용 라인에 필요한 철  

소재를 제때 공 하지 못하여 체 공장이 정지되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재 스 공정에서의 고장을 방하기 

해 메인 모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  담당

자가 직  스 상단부에 올라가서 메인 모터의 운  소

리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매일 담당자가 스 

상부  지하에 치한 검 부 를 검하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며, 객 인 데이터보다는 담당자의 주 인 

견해가 많이 반 되므로 정확한 단이 어렵고, 보  담당

자의 추락 가능성 등 안 사고의 문제 이 있다. 그러므로 

스 공정라인에서 발생하는 유도 동기 고장을 효율

으로 진단할 수 있는 고장진단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기계식 스에서 베어링과 각 축의 마찰을 이

기 하여 윤활유를 일정량 지속 으로 흘려주어야 하며, 

윤활유의 원활한 공 을 해 매일 윤활유 탱크를 체크하여 

부족 시에는 재공 하여 항상 일정유량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체크 주기를 놓쳐 윤활유 공 이 원활하지 않을 경

우, 리 을 통해 공 되는 윤활유 양이 어 각 축의 베어

링에 마찰이 증가하거나 소음과 열이 발생하여 심하면 열에 

의해서 축이 녹아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스의 각 리  

 오일 필터, 오일 탱크 모두 교환하여야 하며 그 손실 비

용만도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일정

한 양의 윤활유를 유지할 수 있게 자동으로 윤활장치의 상

태를 검사하고, 담당자에게 상태정보를 알려  수 있는 윤

활유 벨 자동감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고장진단은 시스템에서의 고장을 감지하고 고장의 종류

를 분류하는 것으로서 크게 모델에 근거한 방법과 모델에  

근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1]. 모델에 근거한 

방법에서는 시스템의 수학  모델에 기반을 두어 시스템의 

고장을 진단하나 시스템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정확한 수학

 모델을 얻기는 쉽지 않다[2]. 

모델에 근거하지 않는 방법에서는 상 시스템에서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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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험 는 물리  검토를 기반으로 고장진단을 하며, 

한계치 검사(limit checking), 문가 시스템(expert sys-

tem) 기법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신경회로망은 병렬처리성, 비선형함수의 묘

사능력  학습 기능 등의 장 이 있으며 이를 토 로 신경

회로망을 고장진단 문제에 이용하려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3-6]. 부분의 연구에서는 신경회로망을 미리 획득한 고

장패턴으로 학습을 시킨 뒤 고장을 분류하고 있으나, 사

에 모든 고장에 한 학습 데이타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

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ART(adaptive resonance 

theory) 신경회로망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5, 6]. 

이 방법들에서는 자율학습 신경회로망인 ART 신경회로망

을 이용하므로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의 종류를 알아야 하

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기치 않은 새로운 고장상태도 

자동 분류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유도 동기의 고장진단은 주로 동기의 진동신호, 모터

류 등의 특성신호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7-13]. 진동신

호를 이용하는 방법[7-9]에서는 유도 동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신호를 측정한 뒤 주 수해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고장진단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모터 류를 이용하는 

방법[10-13]에서는 고정자 류를 획득하고 이를 주 수해석

을 통해 고장진단을 수행한다. 지 까지 유도 동기의 고장

진단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실제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한 스공정에서의 고장진단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스 공정라인의 안정 인 운

을 해서는 스 공정라인의 메인 유도 동기에서 발

생하는 고장을 효율 으로 진단할 수 있는 고장진단시스템 

 윤활유 벨 자동감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공정라인에서 발생하는 유도 동기

의 고장을 사 에 감지하고 알아내기 해 기존의 문가에 

의한 검방식을 자동화된 고장진단방법으로 환하여 장

비 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증 시킬 수 있는 고장진단기

법을 제안한다. 한 제안한 방법에서는 윤활유의 벨 상

태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자동감시 기능을 추가하

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스공정라인에서 발생하는 유도

동기의 고장진단을 해 진동센서를 이용하여 진동신호

를 획득한 뒤 이를 FFT(fast fourier transform) 주 수해

석기법과 ART2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고장진단을 수행하

다. 실제 스공정에서는 스에서의 작업로드도 다

양하고 미처 다루지 않았던 고장의 유형도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기치 않은 새로운고장도 분류가능한 ART2 신경회

로망을 고장분류기로 이용하 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

증을 해 실제 시뮬 이터를 제작하여 고장진단실험을 수

행하 으며, 최종 으로 자동차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우신산업에서 재 운용 인 스공정에 용

하여 성능을 확인하 다. 특히, LabVIEW를 이용하여 고장

진단  윤활유 벨 자동감시를 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로그램을 제작하여 용하 다. 

2. 스공정에서의 유도 동기 고장진단 

 윤활유 벨 자동감시 시스템

제안한 체 고장진단  윤활장치 자동검사시스템을 기

능별 블록선도로 구성하면 그림 1과 같이 세 분분으로 되어

있다. 동기의 진동신호와 윤활장치의 윤활유의 벨을 측

정하기 한 센서부, 측정된 데이터를 획득하고 처리하기 

한 데이터획득부,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ART2 신경회로망

을 사용하여 이상 유무를 감지하고 시스템 운 자에게 알려

주기 한 고장진단  윤활유 자동검사부로 구성되어 있다.

프 레 스  공 정

고 장 진 단  및  윤 활 장 치  자 동 검 사

전 동 기 윤 활 장 치

레 벨진 동

진 동 센 서 레 벨 센 서

그림 1. 체시스템 구조도

Fig. 1. Architecture of the overall system. 

제안한 고장진단  윤활유 벨 자동검사 시스템에서 

윤활유 벨은 벨센서를 이용하여 벨을 측정하여 

RS232C 통신선을 통해 직  컴퓨터로 송하고 이를 정상

인 벨과 비교를 통해 이상 유무를 자동검사한다. 반면 

스공정의 유도 동기 고장진단시스템의 상세한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동기에서 진동신호를 감지하는 진동센서

부, 진동센서에서 감지된 진동신호를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장하는 데이터 수집부, 상기 데이터 수집부에 장된 진

동신호 데이터에 해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사용

하여 주 수 역으로 변환시키는 주 수 해석부, 주 수 

해석부를 통해 변환된 진동신호 데이터를 입력 패턴으로 하

여 유도 동기에서 발생된 고장의 종류를 분류하는 여러 경

계인수를 갖는 ART2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고장분류부로 

구성되어 있다. 

Induction
motor
System

Frequency
analysis
(FFT)

ART2 NN Fault
Diagnosis

Classifier

Vibration DAQ
Board

그림 2. 스공정 유도 동기 고장진단시스템

Fig. 2. Induction motor fault diagnosis system of press 

process.

2.1 고장진단  윤활유 벨 실험장치

유도 동기의 고장진단 실험을 해 그림 3과 같이 정

상상태, 회 자 고장, 베어링 고장을 유발시킨 3개의 3상 유

도 동기로서 시뮬 이터를 구성하 다. 한, 진동데이터 

수집부는 내셔 인스트루먼트의 NI9234를 사용하고, 유도

동기의 진동신호와 윤활유의 벨을 측정하기 해 각각 

진동센서와 음 센서를 사용하 다.

  스공정에서 메인 유도 동기의 고장상태는 회 자 

고장과 베어링 고장의 두 가지를 고려하 다. Rotor고장 실

험을 해 그림 4와 같이 유도 동기의 Rotor bar에 드릴로 

구멍을 내어 고장을 발생시켰으며, Bearing 고장 실험을 

해 그림 5와 같이 베어링에 쇳가루를 넣어 베어링의 마모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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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도 동기 고장진단 실험장치

(b) 윤활유 벨 자동감시 실험장치

그림 3. 실험장치

Fig. 3. Experimental set-up.

그림 4. 회 자 고장

Fig. 4. Rotor fault.

그림 5. 베어링 고장

Fig. 5. Bearing fault.

2.2 측정데이타의 주 스변환  처리 

본 논문에서는 유도 동기의 고장진단을 해서 진동센

서로부터 측정되는 데이터를 FFT변환을 하며, 변환된 데이

터를 100Hz 단 로 구분하고 구분된 단   가장 큰 값을 

선택하여 0Hz에서 5kHz까지 총50개의 데이타를 추출한다. 

50개의 데이타 에서 고장진단을 해 필요한 특정 주 수

를 설정하여 ART2 신경회로망의 입력으로 사용할 데이

타를 선택하며, 이 데이타들을 ART2 신경회로망 고장분류

기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유도 동기에서 발생된 고장의 종

류를 분류한다. 제안한 방법과 같이 100Hz 단 로 가장 큰 

값을 선택하고 도우를 사용하여 특정주 수 역의 데이

타만 최종 분류에 사용하면 불필요한 데이타를 이용하지 않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RT2 신경회로망의 입력수를 

일 수 있으므로 고장분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수 있다.

반면 음  벨센서로부터 측정된 재 윤활유의 높이

를 이용하여 윤활유의 부족여부를 별하며, 유도 동기의 

고장진단방법과는 달리 측정데이타의 주 수변환을 하지 

않는다. 

2.3 여러 경계인수를 갖는 ART2 신경회로망 고장분

류기

ART2 신경회로망은 이미 학습된 패턴과 입력패턴간의 

일치정도를 검사하기 한 경계인수 검사를 통해 유사하면 

같은 클래스로 학습하고, 그 지 않으면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시키는 증가 분류 알고리듬에 의해 패턴을 분류함으로

써 추가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므로 ART2 

신경회로망을 고장분류기로 사용한다면 상하지 않은 새

로운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에서는 하나의 경계인수를 사용하는 기존의 ART2 신

경회로망[14]의 단 을 보완한 여러 경계인수를 갖는 

ART2 신경회로망[6]을 센서의 고장분류를 한 고장분류

기로 사용한다. 여러 경계인수를 갖는 ART2 신경회로망의 

구조는 기존의 ART2 신경회로망과 같으나, 기존의 ART2 

신경회로망에서 패턴을 분류할 때 하나의 경계인수를 사용

함으로써 고장에 한 각 시스템 라미터의 민감도 차이를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새로운 거리측정 

 경계인수 조건을 사용한다.

여러 경계인수를 갖는 ART2 신경회로망은 그림 6과 같

이 장된 패턴과 유사한 입력에 하여 반응을 하고 안정

된 내부표 을 유지하기 한 계층 1과 장된 패턴과 유사

성이 없는 패턴이 입력될 경우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시키게 

하는 계층 2로 구성된다. 최 의 입력 패턴이 ART2 신경

회로망에 달되면 첫 번째 클래스로 분류하여 입력패턴을 

첫 번째 출력노드와 입력노드들간의 가 치로 장한다.

새로운 입력패턴이 신경회로망에 달되면 입력패턴과 

각 출력노드와의 거리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


≙

ma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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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RT2 신경회로망의 구조도

Fig. 6. Architecture of the ART2 neural network.

여기서 i=1, 2,⋯,N , j=1, 2,⋯,M 이고, W j와 w ij

는 각각  j번째 출력노드에 한 N차원의 가 치벡터  i
번째 입력노드와 j번째 출력노드 사이의 가 치이며, X와 

x i는 각각 N차원의 입력벡터  i번째 입력이고 N과 M

은 각 각 입력노드  출력노드 수이다. ∥⋅∥∞ 는 가 치

가 부여된 무한  노옴이며 E=diag (
1
ε

1

1
ε

2
⋯

1
ε
N
) 로

서 N × N 차원의 각 가 치행렬이고, εi  는 i번째 입력

노드의 입력패턴에 한 경계인수로서 입력패턴 에서 고

장으로 인해 많이 변하는 라미터에 해서는 εi를 크게 

설정하고, 게 변하는 경우에는 작게 설정하므로써 고장유

형에 따른 각 라미터의 민감도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분류

가 가능하다.

출력노드 에서 (1)에 의해 계산된 거리가 최소인 노드만

이 활성화되며, 입력패턴과 활성화된 출력노드에 한 템

리트패턴과의 유사성은 계층 2에서의 경계인수조건 검사를 

통해서 별되는데 여러 경계인수를 갖는 ART2 신경회로

망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계인수 조건을 사용한다.

경계인수조건 :∥∥∞   (2)

여기서 W J 는 활성화된 J번째 출력노드에 한 N차원

의 템 리트패턴벡터이며 J는 활성화된 출력노드이다. 

만일 입력패턴이 경계인수 검사를 통과하면 아래와 같은 

가 치 조정식을 이용하여 같은 클래스로 학습한다.

 W
≠w
J = 

X+W
old
J [ class

old
J ]

[ class
old
J ] + 1

(3)

여기서 W oldJ 와 W ≠w
J

는 각각 J번째 출력 노드에서의

조정 후의 가 치이며, [ class i ]는 class i에 속한 패턴들

의 개수이다. 그러나 경계인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

력패턴을 새로운 클래스로 장한다. 

2.4 고장진단  윤활유 벨 자동감시 GUI 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스공정에서의 고장진단  윤활유

벨 자동감시를 해 그림 7과 같이 LabVIEW를 사용하여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로그램을 제작하 다. 제

작한 GUI 로그램은 스공정의 유도 동기 고장진단결

과를 표시하기 한 고장모니터링부와 윤활유 벨의 상태

를 표시하기 한 유량상태부, 재 진동신호의 FFT 주

수변환결과를 표시하기 한 센서표시부, 각종 라미터 설

정부로 구성이 되었다. 

먼  유도 동기의 고장진단을 해서 진동센서로부터 측

정되는 데이타를 FFT변환하며, 변환된 데이터를 100Hz 단

별로 가장 큰 값을 선택하여 0Hz에서 5kHz까지 총50개의 

데이타를 추출한다. “측정주 수 지정” 부분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특정 주 수 를 설정하여 ART2 신경회로망의 입

력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며, 선택된 값이 ART2 

신경회로망 고장분류기로 입력되어 고장유무  고장종류가 

별된다. 즉, 유도 동기가 정상상태인지, 그림 4같은 회

자 고장이 발생된 상태인지 혹은 그림 5와 같은 베어링 고장

이 발생된 상태인지를 분류하여 결과에 따라 고장진단 표시

부(진동상태 부분)에 있는 정상, 회 자고장, 베어링고장 경

고등에 표시된다. 윤활유 벨은 벨센서로부터 수신되는 

재 윤활유의 높이와 내부 으로 설정된 높이와 비교를 통

하여 측정된 윤활유의 높이가 설정된 높이보다 낮게 되면 

런트패 의 유량부족부분의 경고등이 표시되어진다.

그림 7. GUI 로그램

Fig. 7. GUI program.

3. 실험결과  고찰

제안한 스공정에서의 유도 동기 고장진단시스템의 

성능실험을 해 그림 2와 같이 정상상태, 회 자고장  

베어링고장을 인 으로 발생시킨 3개의 3상 유도 동기

로서 시뮬 이터를 구성하 다. 사용한 3상 유도 동기는 

2kw(3HP), 220V/380V, 60Hz, 1730rpm이다. 한, NI9234

를 사용하여 진동데이터 수집하 으며 진동신호를 얻기 

해 진동 센서를 사용하 다. 고장진단성능실험을 해 정상

상태, 회 자고장  베어링고장을 유발 시킨 각 유도 동

기에 해 샘 링시간 0.1ms로 10  동안의 실제데이타

를 얻어 실험을 수행하 다. ART2 신경회로망 고장분류기

의 입력은 유도 동기에서 측정되어 FFT 주 수 변환된 

16개의 진동신호 데이타를 사용하고, 고장분류기의 경계인

수 ε=[0.03, 0.01, 0.01, 0.01, 0.01, 0.01, 0.05, 0.001, 0.01, 

0.001, 0.02, 0.01, 0.01, 0.01, 0.01, 0.01]로 설정하 다.   

그림 8(a), (b)  (c)는 각 각 정상상태의 동기, 회 자

고장을 유발시킨 동기, 베어링고장을 유발시킨 동기에 

한 데이터의 FFT 변환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서 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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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특성주 수 성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정상상태

(b) 회 자고장

(c) 베어링고장

그림 8. 주 수해석결과 

Fig. 8.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그림 9(a), (b)  (c)는 각 각 정상상태의 동기, 회 자

고장을 유발시킨 동기  베어링고장을 유발시킨 동기

에 한 고장진단실험 결과이다. 즉, 유도 동기로부터 진동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데이타를 그림 8과 같이 FFT변환

한 뒤, 변환된 데이터를 100Hz 단 로 구분하고 구분된 단

  가장 큰 값을 선택하여 200Hz에서 600Hz, 1.5kHz에

서 2.5kHz까지 총16개의 데이타를 추출하 으며, 이 데이타

들을 ART2 신경회로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고장을 분류

하 다. 각 실험에 한 고장진단결과는 GUI 로그램에서 

진동상태 부분에 표시되는 표시등으로부터 알 수 있다. 실

험 결과들로부터 개발한 고장진단 시스템이 유도 동기의 

고장상태를 정확히 진단함을 알 수 있다. 즉, ART2 신경회

로망에는 자동으로 3개의 고장클래스(클래스 #1(정상상태), 

클래스 #2(회 자고장), 클래스 #3(베어링고장))가 생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

(a) 정상상태

(b) 회 자고장

(c) 베어링고장

그림 9. 유도 동기 고장진단 

Fig. 9. Fault diagnosis of induction motors. 

개발된 고장진단시스템의 실제 스공정에서의 성능검

증을 해 그림 10(a)  (b)와 같이 (주)우신산업에서 정상

으로 작업 인 자동차 차체를 생산하기 한 스라인

의 메인 유도 동기에 진동센서를 부착하여 10 간 데이터

를 습득하여 실험하 으며 그림 10(c)와 같이 고장진단시스

템 GUI에서 정상상태로 진단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윤활유 벨 자동감시 실험을 해 음 벨

센서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결과가 그림 11에 도

시되어 있다. 그림 11(a)에서는 측정한 윤활유 벨이 

11Cm이고 설정한 벨이 10Cm로서 측정한 벨이 설정한 

벨보다 높아서 정상으로 표시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b)

에서는 측정한 윤활유 벨이 설정한 벨보다 낮아서 윤활

유부족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유도

동기의 상태  윤활유의 벨이 정상일 때의 실험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서 결과들로부터 유도 동기의 상태와 윤활

유의 벨 상태가 정상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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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우신산업 스 데이터획득 

(b) 진동센서를 이용한 데이터획득

(c) 고장진단결과

그림 10. 실제 스공정 데이터획득  고장진단

Fig. 10. Data acquisition and fault diagnosis of real 

press proces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공정라인에서 발생하는 유도 동기

의 고장을 사 에 감지하고 알아내기 해 기존의 문가에 

의한 검방식을 자동화된 고장진단방법으로 환하여 장

비 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증 시킬 수 있는 고장진단기

법을 제안하 다. 한 제안한 방법에서는 윤활유의 벨 

상태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윤활유 벨 자동감시 기

능을 추가하 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FFT(fast fourier 

transform) 주 수해석기법과 ART2 신경회로망을 사용하

여 고장진단을 수행하 으며, 특정 주 수 역을 선택하여 

모니터링하므로써 ART2 신경회로망의 입력수를 이고 고

장분류성능도 향상시키도록 하 다. 특히, LabVIEW를 이

용하여 고장진단  윤활유 벨 자동감지를 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로그램을 제작하여 용

하 다. 제안한 고장진단방법의 성능을 검증을 해 실제 

시뮬 이터를 제작하여 고장진단실험을 수행하 으며, 최종

으로 자동차 차체  부품 생상업체인 (주)우신산업에서 

실제 운용 인 자동차 차체 생산을 한 스공정에 용

하 다. 실험결과들로부터 제안한 유도 동기 고장진단  

윤활유 벨 자동감지 시스템이 유도 동기의 고장상태  

윤활유 벨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함을 알 수 있었다. 

(a) 윤활유 벨 정상

(b) 윤활유 부족

그림 11. 윤활유 벨 자동감시

Fig. 11. Automatic monitoring of oil level.

그림 12. 유도 동기 고장진단  윤활유 벨 자동감지

Fig. 12. Induction motor fault diagnosis and automatic 

monitoring of oil level.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단시스템을 실제 스 공정 시

스템에 용하여 운용한다면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장진

단시스템의 장테스터를 충분히 거친 뒤 (주)우신산업의 

체 스 라인에 확장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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