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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 장에서의 회 체 기기의 유지보수안 리를 한 설비에 한 설계에 한 연구이다.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에 진입하기 한 다채  설비 자가 진단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 고, 이 

시스템의 특징은 확장성과 유연성을 부여하 다. 한 개의 신호를 처리하기 해서는 한 개의 독립  채 이 

필요하나, 개발된 제품은  신호 처리 카드 한 장이 4채 을 처리하다. 한 개 랙에는 독립 인 이 화 원장

치, 디스 이가 설치되어 진동측정값을 별도의 컴퓨터 없이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베어링 결함 감

지는 진동 감시의 기본이지만 일반 인 진동 속도나 가속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주

역의 반복 이지 않은 진동은 필터링하고 진폭 변조 시키는 기술이 기속도 엔벨로핑 기술이다. 이 기술이 

용된 진동 분석 장비를 개발하 다. 개발된 시제품은 진동오차 범 에서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design for the Rotational Instrument of the Industry factory which is used  management safety and maintenance. We 

developed the multichannel vibration monitering system of the self-diagnosis for middle level  CMS(Condition Monitoring System) market, 

and that system are new features to the expandability and flexibility. Normally one channel is used for treating one signal, but developed 

instrument can treat four channel with one signal processing card. 

One rack have redundant power supply and displace and it can check vibration measurement value in field without computer. Bearing 

fault detection is fundamental of vibration surveillance, but sometimes can not check with vibration velocity and acceleration. So it need the 

filtering and the amplitude modulation on the acceleration enveloping technology when irregular vibration is happened. We developed the 

vibration analysis instrument which is applied such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prototype shows activated within the vibration erro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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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석유화학 랜트나 철강, 제지 등 장치산업에서 설

비의 신뢰성 확보와 높은 가동률 유지는 필수  리 

항목으로 많은 기업들이 설비 리를 통해 이를 추진

하고 있다. 즉 회 기계설비에서 진동 라메타를 지

속 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치명  고장을 사 에 

지하거나 설비이상을 진동 값 경향 리를 통해 설

비수명을 측하고  는 정한 계획수리 시간을 확

보하여 설비의 신뢰도와 운  능률을 높일 수 있다. 

  마치 신체 건강 리에서 압과 콜리스테롤 등을 

경향 리함으로서 성인병 방이나 질병을 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형 인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CMS: 

Condition Monitoring System)은 단 공장 설비 등에 

개별 진동센서를 설치하고 다채  진동데이터 수집 

장치(DAD)를 지나  진동분석 서버컴퓨터  용 소

트웨어 등에서 진동 분석을 하여 고장 유무를 분석

한다.  한 기계설비별로  정 하게 설비고장 부 까

지 진단 가능한 주 수 분석(FFT)  각종 기능은 

있으나 고가이고 경험 많은 진동분석 문 인력에 의

한 운용되어야 하므로 석유화학 랜트  발  등 

산업에서도 요설비에만 설치하는 한계가 있다. 이밖

에 포터블 진동 분석 장치를 이용하거나, 개별 진동센

서에서 간단히 진동 값을 표시하거나 알람 알려주는 

MCT(:Machine Condition Transmitter)등이 있다. 

  그러나 MCT는 개별 센서에 일 일 응으로 주

로 소형설비나 은 수의 진동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기존에는 많은 기계 설비를 리할 경

우에도 진동 값을 상 벨 등으로 보내어 다른 로

세스 데이터와 같이 리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으나 

수량이 많으면 투자비용이 상 으로 크게 증가한다. 

  본 연구는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 방식으로 

진동 센서에서 신호를 데이터 수집 장치에서 간략히 

모니터링하고, 알람/경고신호를 주고 외부에 진동 값

을 통신으로 보낼 수 있는 장치 개발이다. 즉 기존 방

식의 경우, 컴퓨터에서 용 소 트웨어에 문 인력

이 분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 에 설정된 진동 값

이 올라가면 작업자에게 간단히 알람을 주는 방식이

다.  실제 산업 장에서는 숙련된 진동 분석 문 인

력이 소수라서 정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 로 

운 하지 못하고 단순 진동 모니터링 기능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진동 모니터링 장치 도입

의 필요성은 감 있으나 기 투자비 때문에 설치를  

주 하는 잠재 수요도 많이 있다. 한 최근 자동차나 

일반 산업에서도 이 에는 주로 고장 후 사후 수리나 

사고 직 에 육감으로 발견하여 긴  수리하는 후진

국 형에서 벗어나 차 지정비 설비 리 략을 수

립하여 선진 설비 리형으로 환되어  설비진단  

모니터링 필요성이 차 증 되어 시장이 확 되고 

있다.   즉 본 제품 개발은 시장과 새로 확 된 

신규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에 한 연구이다. 

[1-5]

Ⅱ. 본  론

설비 리  최 화의 기본 개념은 보다 은 비용

으로 동일한 생산량을 내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고장진단

의 기본 개념이다

돌발정지 설비의 정상화에 소요되는 수리비용은 

지정비로 소요되는 수리비용의 3배이며, 돌발정지 설

비의 긴  수리로 인한 생산 단시간은 지정비로 

인한 생산 단시간의 3배에서 5배이다.

설비결함의 100%  80%이상이 비 주기 으로 발

생 한다.  생산 공정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검 data

의 80%이상은 off-line 을 통해서 측정된다.

회 /윤활 설비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함이 발생되

면 오염도 상승 과 진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설비진단

에서 오염도/진동분석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

오염도/진동 분석장비는 장에서 직  진동데이터

를 취득하는 방법(Off-Line)과 센서를 구 으로 설

치하여 한 장소에서 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

는 방법(On-Line)으로 구분된다.

진동 분석을 통한 설비 결함 단은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설비에서의 각종 모터, 커 링, 기어, 

베어링의 운  상황에서의 각각의 특징 인 진동신호

를 발생시킨다. 이를 평상시에 항상 모니터링한 특징 

진동 신호를 분석하여 주기 인 설비 고장 진단 모니

터링을 통하여 각 설비의 이상 유무를 악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부 으로 추리를 분석할 수 있는 진

동 분석을 통한 설비 결함을 단하는 경우로서 베어

링 손의 단계는 아래의 각 Stage로 나 어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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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분석하면 손상의 정도와 추이를 단할 수 있다.

진동 분석을 통한 설비 결함 단에서 결함에 따른 

스펙트럼 패턴의 샘 을 살펴보면 그림 2의 패턴으로 

진행된다.

그림에서와 같이 설비는 정상상태일 때의 기본 스

펙트럼을 보여주나,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상황이나 

더 나아가 고장을 일으킬만한 상황에서의 스펙트럼은 

상이한바 설비 고장 진단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를 분

석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부 으로 추리를 분석할 수 있는 진

동 분석을 통한 설비 결함을 단하는 경우로서 베어

링 손의 단계는 아래의 각 Stage로 나 어서 데이

터를 분석하면 손상의 정도와 추이를 단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진동분석을 통한 설비결함을 단한

다.[6-8]

그림 1. 진동 분석을 통한 설비 결함 단

Fig. 1 Decision of the instrument fault with vibration 

analysis

그림 2. 베어링 결함 주 수 해석 

Fig. 2 Analysis of the bearing fault frequency

Ⅲ. 센서의 선정

Sensitivity( 200mV/mil, 100mV/mm/s, 100mV/g),

Frequency Range( 0-1,000Hz, 10-1,500Hz, 

0-400KHz), Natural Frequency  Range, Weight 

Range, Temperature Range, Direction, Size, Power, 

Cabling, Mounting, Sealing 등을 고려해서 진동오차

범 를 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 사양들을 선정

하 다.

베어링에서는 베어링 형상과 운 속도에 따라 결정

되는 특이한 베어링 특징 주 수가 검출되며, 이때 측

정된 진동의 크기로 베어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진

동분석기술은 베어링의 상태를 결정하고, 이들 주 수

를 감시하기 해 폭 넓게 사용되며, 손상이 발생된 

베어링은 기본 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결함 주 수

를 발생한다. 베어링 내륜의 회 주 수는 식 (1)과 

같다.

 


 (1)

볼 자  주 수(ball spin frequency: BSF)는 식 

(2)와 같다. 

   

 


cos (2)

외륜 통과주 수(ball pass frequency of outer 

race, BPFO)은 식 (3)과 같다. 

   







 (3)

여기서 N은 볼의 수이다. 는 각을 나타낸다.

내륜 통과주 수(ball pass frequency of inner 

race, BPFO) 는 식 (4)와 같다. 

    







(4)

기본 열주 수(fundamental train frequency, FTF), 

이지 주 수는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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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BD는 볼 직경(Ball Duameter)이며, PD는 

피치 직경(Pitch Diameter)이다. [8-9]

Ⅳ. 개발 결과 

4.1 개발  기술 인 내용

기존의 CMS장치는 부분의 4채  는 그 이하

의 채 을 사용하고 있으며 입력형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4Ch 이외의 고장설비 진단에 합한 온도, 압

력, 고주   류 등을 추가로 장착하여 다채 을 

만들고 그에 맞는 모듈  소 트웨어 개발하 다. 모

듈은 진동, 온도 등과 같이 센서에 감지된 것을 속도

나 가속도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이는 소 트웨어를 

통해 디스 이에 출력된다. 재 개발된 모듈  소

트웨어는 4Ch용이므로 새로운 모듈 생산  소 트

웨어의 추가를 통해 선박용으로 합한 장치를 제작

하 다. 본 연구 개발 특징으로는 

1) 개별 4채 용 카드 한 장에 각각 다른 모듈 장

착 가능하다.  진동 값은 설비 진단의 필요성에 의해 

진동 속도, 가속도, 변 , 가속도 엔벨로핑(Enveloped) 

으로 나타내는데 각각 연산 알고리즘이 들어 있는 모

듈 카드를 베이스 카드에서 교체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다. 기존 제품은 개별 카드에 모듈이 고정되어 있어 

장에서 교체나 환이 불가능하다. 한 압력, 온도 

등 아날로그 모듈 등 어떤 모듈 카드과도 혼용 사용 

가능하다.

2) 뛰어난 채  확장성 

한 개의 신호를 처리하기 해서는 한 개의 독립  

채 이 필요하다. 본 제품은 카드 한 장이 4채 을 처

리하므로, 한 개 랙(Rack)에  최  8개 슬롯에 각각 

4ch 카드가 꽂히게 되어 한 개 랙(Rack)이 32ch에 사

용 가능하다. 한 한 개 박스 랙(Rack)을 추가하면 

32ch씩 확장하여, 많은 기계 설비가 있는 곳에서 사

용 가능하고, 설비 증설 시에도 간단히 채 을 추가할 

수 있다.

3) 독립  모니터링 기능

한 개 랙에는 독립 인 이 화 원장치

(Redundant Power Supply), 디스 이가 설치되어 

진동측정값을 별도의 컴퓨터 없이 장에서 바로 확

인할 수 있다. 만약 정  진단이 필요하면 간단히 외

부 BNC 포터에 포터블 진동분석 장치를 연결하여 진

동 센서의 원 데이터를 받아 들여 주 수 분석(FFT)

등을 하여 설비 이상 부 를 분석할 수 있다.

4) 독자 인 진동 알고리즘 모듈 개발

진동값은 각 Accelerometer 나 Eddy Current 

Probe등에서 들어오는 Analogue 신호를 Digital로 

환하여 일반 으로 분기나 각각의 알고리즘을 통해 

표시한다. 그러나 각 메이커별로 고유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개발은 기존 온라인 진동 시스템 

설치  Calibration 작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진동 

알고리즘 해석했고 독자 인 각 진동 모듈을 개발하

고 이것을 검교정하는 Calibration Master Software 

개발하 다. 

5) 베어링 결함 조기 감지용 모듈 개발

베어링 결함 감지는 진동 감시의 기본이지만 일반

인 진동 속도나 가속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주 역의 반복 이지 않은 진동은 

필터링하고 베어링 결함 신호 역인 고주

(500-10,000Hz)  부분만 진폭 변조 시키는 기술이 

Acceleration Enveloping 기술이다. 이 기술이 용된 

모듈을 개발하여 보다 진일보된 진동 분석 장비를 개

발하 다. [10-12]

4.2 개발결과물

그림 3. 메인보드와 패 l 

Fig. 3 Main PCB, fron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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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호발생기를 이용한 제품시험

Fig. 4 Test with function generator 

그림 5. 세  로그램

Fig. 5 Setting program 

4.3 테스트 

그림 6. 선형구간 오차율 해석

Fig. 6 Analysis of the error ratio on linear section

그림 6에서는 각 해당 채  별로 여러 가지 주 수 

역별로  함수발생기로 진동을 가했을 때 각각의 실

제값과 측정값에 한 오차율을 표 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주 수 역별로 각각의 채 별

로 해당 오차가 2% 이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해

당 회 기기의 고장유무를 미리 악할 수 있는 범

내의 오차율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7. CE인증 데이터 해석

Fig. 7 Data analysis of the CE Mark

그림 7은 개발된 제품을  세계에 수출 매하기 

해서 국제 인 CE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하

나의 데이터이다. CE인증은 각종 자 뿐만 아니라 

규정된 여러 가지의 해당 품목을 모두 만족해야지 획

득할 수 있는 인증으로서 해당 그림은 그 에서 

자 련 인증 데이터이다. 참고로 본 개발 제품은 

2016년 2월에 CE인증을 획득하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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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산업 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진동센서를 

이용하여 설비의 고장유무를 미리 악하는 장치로서, 

가용 시장을 겨냥한 회 기기의 고장유무를 단

하는 다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설계내용

과 각종 시험 테스트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회 기기의 실시간 고장

유무를 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스마트 공장

에서 많이 사용되어 질 것으로 단한다.

향후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스마트 공

장용 기기를 병행하여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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