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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ta-driven method for fault diagnostics system often use machine learning technique. To use such 

technique proper signal processing should be implemented such as time synchronous averaging (TSA) 

for ball bearing systems. However, for journal bearing diagnostics systems not much has been 

researched, and yet a proper signal processing method has not been studied.  Therefore, in this research 

an optimal datum unit for a reliable journal bearing diagnostics system along with angular resampling 

process is being suggested. Before extracting time and frequency domain features, angular resampling 

is applied to each cycle of vibration data. As to preserve the characteristics of vibration signal, 

averaging method is replaced by finding the optimal datum unit which strengthens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vibration signal. Then 20 features were extracted for various cases,  and those 

features are being evaluated by two criteria, separability and classification accuracy.   

 

1. 서 론 

회전체는 생산 설비, 엔진, 발전설비 등의 기계 시

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핵심장치이다. 특히, 대

형 구조물에서는 높은 하중과 속도를 견디기 위해 

볼베어링 대신 저널베어링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높은 하중과 속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서의 회

전체 고장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사전조치가 필수적이다.  

회전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이 중 다수가 진동데이터를 지표로서 사

용하고 있다(1-2). 특히 대형 발전소와 같은 저널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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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회전체 시스템에 대한 진동기반 실시간 진단은 

주로 진동 크기를 기준으로 이상유무를 평가하고 

있지만,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설비관리를 위해서는 

저널베어링 특성에 부합하는 자동화된 진단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회전체 시스템의 진단에서는 시간 및 주파수 영역

의 특성인자를 추출하여 진단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성인자를 추출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처리 방법을 거쳐야 하

는데, 대표적으로 angular resampling 기법이 사용

되고 있다. Angular resampling은 회전각을 기준으

로 측정 데이터를 resampling 하는 방법으로써, 각 

회전 성분의 통계적 특성값을 추출하기에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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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방법이다(3). 기어박스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에

서는 측정신호에 averaging 을 적용한 TSA(Time 

Synchronized Averaging) 기법을 적용하여 노이즈

를 줄이고 이상상태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는 연

구가 진행되었다(4-5). 그러나 이 방법은 이상상태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약화시켜 신호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가령 저널베어링 시스템

에서 러빙이나 오일훨 등 sub-harmonics 특성을 

가진 이상상태에 대해 averaging 기법을 적용할 경

우, 각 회전마다 진동신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이상상태 고유의 특성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저널베어링 시스템의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서 

angular resampling 을 사용하면서도 기존의 

averaging 기법과 달리 최적의 datum unit 

definit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회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Support 

Vector Machine(SVM), Fisher Linear 

Discriminant(FDA) 등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이 시

도되고 있다. 구름베어링의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

에서 얻은 진동데이터에서 시간과 주파수 영역의 

특성인자들을 추출하여 ANN 을 적용한 진단기법이 

제안되었으며(2, 6), 진단 성능을 높이기 위해 시간-주

파수 영역의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특성인자

를 추출하는 기법들이 연구되었다(7-9). ANN 기법중 

SVM은 2진분류에 기반을 둔 선형분리기로서 데이

터가 선형 분리가능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kernel function을 적용을 통해 개선되면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FDA(10) 역시 널리 사용되는 선형분리

기로써 기본 원리는 SVM 과 유사하지만 데이터 자

체 대신 분산 행렬을 이용한다. FDA 는 SVM 보다 

높은 계산 효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FDA를 classifier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널베어링 시스템에 대해 angular 

resampling을 적용하고 최적의 datum 정의를 통해 

진단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측정된 진동데이터로부

터 각각의 이상상태를 통계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

는 시간 및 주파수 영역의 통계적 특성인자를 추출

하고, 최적의 특성인자 datum 조건을 정의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진단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3장

에서는 datum unit definition, 다음으로 결과 및 논

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2. 저널베어링 진단 시스템 

 

Figure 1. Overall Classification Procedure 

본 연구에 사용된 저널베어링 진단 시스템은 지도

학습 기반의 기계학습을 활용하였다. 이는 훈련데이

터를 이용해 학습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스템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개략적인 흐름은 Figure 

1 에 나타나 있다. 먼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 시스템이나 실제 시스템에서 얻은 훈련데이터

는 신호처리를 통해 특성인자 추출과정을 거치게 

된다. 저널베어링 시스템의 얻은 진동신호를 시간영

역, 주파수 영역, 시간-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성인자

로 변환을 한다. 추출된 인자 중 유용한 인자를 선

별하기 위해 특성인자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

스템에 적합한 분류기를 사용하여 진단 알고리즘을 

학습시킨다. 학습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스템의 상

태를 진단 할 수 있다.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에서 

계측된 데이터는 학습데이터에 적용된 신호처리 과

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성인자를 추출하고, 학습

과정에서 선정된 인자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스

템의 상태를 진단한다.  

진단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특성인자로써 시간, 

주파수, 시간-주파수 영역의 인자 등이 활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회전속도가 변하지 않는 

steady 상태에 적합한 진단 알고리즘을 목표로 정

하여, 시간 및 주파수 영역의 인자만 활용되었다. 

시간영역의 특성인자는 Table 1 에 나타나 있으며, 

진동신호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주파수 영역의 

특성인자 역시 회전체의 주요한 특징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파수 영역의 주요 인자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11-13). 주파수 영역의 특성인

자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

를 사용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의 크기, 집중 정도, 

분산 등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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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ime-domain Features 

Feature Number Name Definition 

T1 Maximum Max(𝑋𝑖) 

T2 Absolute Mean Mean(|𝑋𝑖|) 

T3 RMS √
∑ 𝑋𝑖

2

𝑁
 

T4 Skewness 
∑(𝑋𝑖 − �̅�)3

(𝑁 − 1)𝑠3
 

T5 Kurtosis 
∑(𝑋𝑖 − �̅�)4

(𝑁 − 1)𝑠4
 

T6 Crest Factor 
𝑋𝑝𝑒𝑎𝑘

𝑋𝑟𝑚𝑠

 

T7 Shape Factor 
𝑋𝑟𝑚𝑠

Mean(|𝑋𝑖|)
 

T8 Impulse Factor 
Max(𝑋𝑖)

Mean(|𝑋𝑖|)
 

T9 
Aspect Ratio 

of 1x Orbit 

Minor Axis

Major Axis
 

 

Table 2. Frequency-domain Features 

Feature Number Name Definition 

F1 FC 
∫ 𝑓 × 𝑠(𝑓)𝑑𝑓

∫ 𝑠(𝑓)𝑑𝑓
 

F2 RMSF [
∫ 𝑓2 × 𝑠(𝑓)𝑑𝑓

∫ 𝑠(𝑓)𝑑𝑓
]

1/2

 

F3 RVF [
∫(𝑓 − 𝐹𝐶)2 × 𝑠(𝑓)𝑑𝑓

∫ 𝑠(𝑓)𝑑𝑓
]

1/2

 

F4 0.5X / 1X √
𝑠(𝑓0.5𝑋)

𝑠(𝑓1𝑋)
 

F5 2X / 1X √
𝑠(𝑓2𝑋)

𝑠(𝑓1𝑋)
 

F6 
(0~0.39X) 

/1X 
√

𝑠(𝑓0~0.39𝑋)

𝑠(𝑓1𝑋)
 

F7 
(0.4x~0.49X) 

/1X 
√

𝑠(𝑓0.4~0.49𝑋)

𝑠(𝑓1𝑋)
 

F8 
(0.51X~0.99X 

)/1X 
√

𝑠(𝑓0.51~0.99𝑋)

𝑠(𝑓1𝑋)
 

F9 
(3, 4, 5X) 

/1X 
√

𝑠(𝑓3,4,5𝑋)

𝑠(𝑓1𝑋)
 

F10 
(3, 5, 7, 9X) 

/1X 
√

𝑠(𝑓3,5,7,9𝑋)

𝑠(𝑓1𝑋)
 

F11 
(2,…,10X) 

/1X 
√

𝑠(𝑓2,3,…,10X)

𝑠(𝑓1𝑋)
 

 

동일한 특성인자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의 획득 

방법이나 획득 주기에 따라 통계적인 특성이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인자 추출을 위한 

적정한 datum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RK4 저널베어링 시험기(GE Bently Nevada)

에서 획득된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RK4 시험기는 

 

Figure 2. RK4 Settings 

Figure 2와 같이 직경 10mm의 축에 800g의 디스

크가 장착되고 양 단을 저널베어링으로 지지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상태와 3 가지 이상

상태(질량불평형, 접촉, 오정렬)에 대한 실험을 

3,600rpm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질량불평형은 디스

크에 작은크기의 질량을 추가하였으며, 접촉은 스크

류를 이용하여 축과의 접촉을 발생시켰고, 오정렬은 

축을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이상상태를 인가하

였다. 

3. 데이텀 정의 연구방법 

3.1 Angular Resampling을 이용한 신호처리 

실험장치의 특성상 정상상태에서 구동하도록 설정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RPM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

며, 갑작스런 운행조건 변화 또는 충격 등으로 인해 

설정치에서 조금 벗어난 RPM 에서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의 회전체에서 획득한 진동 데이터에 

대해 angular resampling 을 적용하면 일관된 특성

인자를 추출할 수 있다(3,14). 실험에서 획득한 데이

터는 angular resampling 과정을 거쳐 각 회전에 

대해 동일한 각도의 진동데이터로 변환된다. 따라서 

회전속도가 변화되는 조건에서도 각 회전을 기준으

로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를 획득 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특성인자 추출이 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는 각 회전의 기준점이 되는 keyphasor 신

호를 기준으로 1회전당 128개의 데이터로 angular 

resampling하였다.  

3.2 최적의 Datum 조건 

3.1 의 신호처리를 이용하면 저널베어링 진동데이

터의 회전수 기반 특성인자 추출이 가능하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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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파수 특성인자들은 몇 회전을 기준으로 추출

되었는지에 따라 진단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

히 주파수 영역의 인자의 경우, 특성인자를 추출하

는 기준이 되는 회전수를 너무 작게 하면 분석가능 

주파수 resolution 이 낮아 회전속도보다 낮은 영역

의 sub-harmonics 성분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회전수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면 데이터 처리를 

통해 얻게 되는 특성인자의 수가 감소하여 진단효

율성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인자 추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적절한 데이터 크기 선정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RK4 시스템의 실험데이

터를 이용하여 2 장에서 설명된 시간 영역의 9 개의 

특성인자와 주파수 영역의 11 개 특성인자에 대해 

각각 기준 회전수를 달리하면서 특성인자를 추출하

였다. 동일한 비교를 위해 각각의 회전수를 적용한 

특성인자들은 최대조건의 회전수를 기준으로 평균

을 취해서 인자를 추출하였다. 

3.3 평가 방법 

최적의 datum 조건 및 크기를 선정하기 위해 각

기 다른 크기의 회전수를 기준으로 추출된 특징인

자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첫 번째 방법

은 각 특성인자의 분별력 자체를 기준으로 평가하

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실험에서 제시된 4 가지 

이상상태에 대해 상태분류 결과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먼저 특성인자의 분별력을 평가하기 위해 Fisher 

Discriminant Ratio (FDR)가 적용되었다. 식 (1)은 

2-class 데이터에 대한 FDR 값을 나타내고 있다. 

FDR의 정의는 식 (1)에 나타나 있으며, 2-class 데

이터의 경우 각 class 평균의 차이에 대한 각 class 

분산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식 (1)에서 μi 와 σi 는 i

번째 class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나타낸다(15). 

Multi-class 의 경우 식 (2)가 적용되며, 2-class 의 

개념이 확장된 경우이다.  

𝐹𝐷𝑅 =
(𝜇𝑖−𝜇𝑗)2

𝜎𝑖
2+𝜎𝑗

2              (1) 

𝐹𝐷𝑅𝑚𝑢𝑙𝑡𝑖 = ∑ ∑
(𝜇𝑖−𝜇𝑗)2

𝜎𝑖
2+𝜎𝑗

2
𝑀
𝑗≠𝑖

𝑀
𝑖        (2) 

두 번째 평가 방법으로는 Fisher Discriminant 

Analysis (FDA)의 진단결과를 이용하였다(16). FDA 

는 각 class 간 분류를 극대화하는 투영평면을 찾기

위한 분류 기법이다. 분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 (3)의 비용함수 최대화가 적용된다. 비

용함수를 최대화 하면 부류내 분산행렬을 최소화하

고 부류간 분산행렬을 최대화하여 최적의 분류 능

력을 구할 수 있다. 식 (3)의 비용함수 최대화 문제

는 식 (4)의 고유치 문제로 변환이 가능하다. SB 와 

SW는 각각 class 간 평균차이의 제곱과 class 내 분

산들의 합을 의미한다.  

𝐽(𝑤) =
𝑤𝑇𝑆𝐵𝑤

𝑤𝑇𝑆𝑤𝑤
             (3) 

 𝑆𝐵𝑤𝑖 = 𝜆𝑖𝑆𝑤𝑤𝑖            (4) 

4. 결과 및 분석 

저널베어링 진단에 효과가 높은 특성인자의 

datum 조건 및 크기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Angular resampling을 기반으로 시간영역의 

9 개 인자, 주파수 영역의 11 개 인자에 대해 datum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결과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크

기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가 쉽도록 1, 10, 20, 30, 

60 회전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진단시스템 적

용 datum 을 선정하기 위해 앞 장에서 언급한 2 가

지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FDR 값을 이용하

여 특성인자 자체에 대해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FDA 분류기를 이용한 진단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RK4 실험장치로부터 얻은 4

가지 정상 및 이상상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4.1 기준 회전수에 따른 FDR 분별력 

시간 및 주파수 영역의 특성인자에 대해 datum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얻은 FDR값은 Table 3에 나

타나 있다. 시간 영역의 9개 인자 중에서 7개 인자

는 1 회전 기준의 datum 적용시 FDR 값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주파수 영역의 11 개 인자 중 6 개 

인자는 60회전 기준의 datum 적용시 FDR 값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주파수 영역에서 1 회전 

기준으로는 sub-harmonics 성분을 반영하는 특성

인자의 값은 추출할 수 없다. 각 데이터 분석에는 

앞에서 언급한 4 개의 정상 및 이상상태에 대해 각

각 50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비교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전체적인 결과를 분석해보면 시간영역이 

특성인자는 1 회전 기준, 주파수 영역의 특성인자는 

60 회전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FDR 분별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파수 영역에 대한 결과에서 4, 8, 

9번의 특성인자는 10회전이 60회전보다 크게 나타

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이상상태의 특성상 해

당 인자들로는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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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DR Value of Time Features 

 T1 T2 T3 T4 T5 T6 T7 T8 T9 

1 Cycle 622.98 1,777.83 1,978.01 182.61 45.85 24.66 206.28 38.23 121.08 

10 Cycle 501.55 1,777.91 1,975.61 180.20 40.96 8.40 192.01 13.61 120.98 

20 Cycle 445.25 1,777.91 1,975.83 180.32 41.08 6.54 191.31 10.46 121.61 

30 Cycle 402.27 1,777.91 1,976.08 180.41 41.22 5.55 191.15 8.80 121.44 

60 Cycle 328.64 1,777.91 1,976.21 180.23 41.43 4.15 190.96 6.48 120.90 

 

Table 4. FDR Value of Freq. Features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1 Cycle 109.80 47.50 42.66 - 31.27 - - - 55.54 48.19 82.65 

10 Cycle 113.51 56.04 52.65 2.33 31.39 3.25 14.64 4.24 57.49 49.31 83.63 

20 Cycle 114.08 57.03 54.38 0.93 31.42 3.89 0.84 4.23 57.67 49.32 83.79 

30 Cycle 114.33 57.14 54.49 0.59 31.43 3.78 0.90 4.22 57.79 49.33 83.88 

60 Cycle 114.44 57.25 54.74 0.27 31.45 4.12 0.73 4.19 57.78 49.23 83.89 

 

Table 5. Class Prediction Accuracy 

Test no. 

Time-domain Freq.-domain Class Prediction 

Accuracy (%) # of 

Features 

Datum 

(Cycles) 

# of 

Features 

Datum 

(Cycles) 

1 9 1 8 1 89.2 

2 9 10 11 10 95.0 

3 9 20 11 20 89.2 

4 9 30 11 30 90.0 

5 9 60 11 60 85.8 

6 9 1 11 60 97.5 

 

 

인 FDR 값이 낮다.  

4.2 기준 회전수에 따른 FDA 분류 결과 

각 datum 크기의 특성인자를 이용한 진단결과를 통

해 적정 datum 크기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준 회전

수 변화에 따른 진단 결과는 Table 4 에 나타나 있

다. 진단을 위해 3 회 반복실험 결과를 훈련데이터

로 활용하고, 추가 1 회 실험결과를 테스트 데이터

로 활용하였다. 각 실험에서는 4 개의 정상 및 이상

상태에 대해 120 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마찬가

지로 1 회전 기준 특성인자에서는 주파수 영역의 

특성인자중 sub-harmonic 성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경우는 제외되었다. 각 특성인자를 이

용한 진단결과 역시 4.1 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영

역의 특성인자는 1 회전, 주파수영역의 특성인자는 

60 회전 기준을 적용한 datum 이 진단 정확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4.1과 4.2에서, 1, 10, 20, 30, 60 회전 기준에 대

해 FDR 분별력과 FDA를 이용한 분류 결과를 확인

하였다. 시간영역의 특징인자들은 1 회전 기준으로 

추출하였을때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주파수영

역의 특징인자들은 60회전 기준으로 추출하였을 때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실제 이상상태를 진단할 

경우에는 두 결과를 종합하여, 시간영역 특징인자는 

1 회전 기준, 주파수영역 특징인자는 60 회전을 기

준으로하여 특징인자를 추출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

를 얻었다. 더 많은 회전수를 기준으로 특징인자를 

추출 하여 결과를 볼 수는 있으나, 데이텀의 갯수가 

줄어들어 이상상태 진단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인 60 회전을 최대로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저널베어링의 이상상

태를 진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잘 

통제되지 않은 실제 발전소 데이터나 기타 실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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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등에 적용할 경우 RK4 에 적용한 결과보다 효

과가 더 좋을 것이다 향후에는 최적의 datum 크기

를 적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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