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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monitoring of the reciprocating compressor is important task. As a traditional method, 

health monitoring system of refrigerator depends on decision of a skilled person based on his 

experience. However, the skilled person cannot monitor all the compressors completely. If a 

sampled compressor is faulty, thousands of compressors manufactured at that place are 

regarded as faulty compress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nitor all compressors in the 

production line. In the paper real time health monitoring system is developed based on high order 

time frequency method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The system is installed in the mass 

production line.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has been very successful, and currently the system 

is working very well on the production line. 

 

Key Words: Time Frequency Analysis (시간 주파수 분석), Refrigerator (냉장고), Neural Network (신경망 회로), Kurtosis 

(커토시스), Impact Wave (충격파) 

 

 

1. 서론 

 

대량 생산 체제에서 결함 계측시스템은 제조비

용 절감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냉장고의 왕복 압

축기에 대한 결함 계측 시스템의 경우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불량 압축기 검출 방법이 용이

하였다. 그러나 전문가의 감정상태에 의존함에 따

라 잘못된 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존

하는 계측시스템이 필요하다. 계측 시스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컴퓨터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1-10 에 관한 연구가 많이 발표 되

어 왔다. 이런 결과들이 생산라인에 널리 적용 

되었다.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에는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aform), 파워 스펙트럼 밀도 분석(power 

spectrum density),1 시간 계열(time series analysis)2 의 

통계분석부터 켑스트럼(cepstrum),3 능동신호처리

(adaptive filter),4 시간 주파수(time-frequency analysis),5 

웨이블릿 변환 (wavelet transform),6 시간 평균화 

방법(time average method),7 고차 시간 주파수 

(higher order time frequency),8 고차 스펙트럼(higher 

order spectra)9 과 ANN(artificial neural network)10 이 

있다. 이러한 신호처리의 기술들은 기계부품의 

결함에 관련된 신호들의 특징을 검출하는데 사용

된다. 본 논문에서는 냉장고 생산 라인에서 압축

기의 양품과 불량품을 검출하는데 사용하고자 한

다. 우선 양품과 불량품에 대한 특징적인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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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을 위해서 고차 시간-주파수 11 기법을 적용

하고, 생산라인에서 자동으로 불량품과 양품의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서 ANN 을 사용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의 견본 압축기의 개수는 140 대 

이다. 그 중 135 대는 양품이었고, 5 대는 불량품

이었다. 

 

2. 인공 신경망 회로(ANN) 이론 

 

ANN 은 생물학적 신경시스템의 기능을 신호처

리기술을 이용하여 모사한 모델이다. ANN 시스템

은 일반적으로 학습과정을 통하여 입력되는 신호

들을 다양한 목적함수 (cost function) 에 따라 원하

는 목표치 (target)로 신호의 패턴을 분류할 수가 

있다. ANN 은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ANN 모델의 최적화 과정에서 학습과정 (training 

process) 이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과정에 

따른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 되었으며, 본 논문

에서는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역전파 (back-

propagation)12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역전파 알고

리즘을 사용하는 ANN 의 목적은 입력신호 벡터 

x 를 함수화 시켜 특징화된 패턴 y 로 분류하는 

것으로 수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1N M
x y

× ×
→               (1a)

 

 

그리고 일반화 시키면, 

 

( ) ( )p p
x y→ , for p = 1, 2, …, P       (1b)

 

 

p는 패턴의 수이다. Fig. 1은 다중 입력과 단일

신경 i로 표현되는 단층 (single layer) 구조 ANN 

 

 

Fig. 1 Stru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neuron 

이다. 이 구조에서 입력 신호 xj 는 신경 블록 ∑ 

로 합산되고, 함수 F 를 통하여 출력 yj 가 도출

된다.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1

( ),
N

i i i ij j i

j

y F z z w x b
=

= = +∑        (2) 

 

여기서, zj 는 active potential, wi,j 는 weights of 

connection, bi 는 bias parameter 이다. 함수 F (z) 는 

다음과 같다. 

 

1
( ) (0,1)    for 0,

1 z

F z
e

γ
γ

−

= ∈ >

+

     (3) 

 

Fig. 2는 다층 (multiple layer) ANN다. 다층 ANN

는 입력층 (input layer), 은닉층 (hidden layer), 출력층 

(output layer) 으로 각각 구성된다. 각 신경 (neuron) 

단위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층으로 연결되어 있

지만, 내부 층에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Fig. 2 Stru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multi-layer 

 

Fig. 2는 4-5-3-2 구조를 가진 다층 ANN 이다. 

가중치 (weight) wl

i,j 와 절편 (biases) bl

i,j (l은 층의 

개수이다)은 ANN 변수이며, ANN 변수의 값은 

ANN 의 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후 

최적화 된다. 학습과정에서 신호 
( )p

lx 는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순방향으로 진행된다. 알고리즘의 목적

함수가 되는 오차는 출력 벡터 
( )p

ly 와 목표치 벡터 
( )p

lt 의 비교 후 계산되며, 식 (4)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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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E 는 평균자승오차 (mean–square-error) 이며 

목적함수이다. ANN의 가중치는 식 (5)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5) 

 

s 는 반복 계수이고, ri,j 는 네트워크 가중치의 

수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증분값이며, 이 값을  

Gradient formula에 상응하는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

내면 식 (6)과 같다. 

 

       (6) 

 

η 는 학습률 (learning rate)이다. ANN 의 가중

치와 절편의 수정은 Fig. 2 의 역방향으로 진행된

다. 위의 방식으로 학습 된 ANN 은 역전파 (back-

propagation) ANN 기술로 불려진다. 모든 패턴과 역

방향의 에러에 상응하는 하나의 전달 신호는 Epoch

로 불려진다. Epoch 은 반복되는 단계이다. 반복되

는 과정에 사용되는 Gradient formula 은 공식 (6)에 

의하면 학습률에 비해 민감하며, 학습과정은 보

통 느리게 수렴한다. 따라서 많은 epoch 이 필요

하다. 이 epoch 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ANN 

연구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Levenberg-Marquardt learning 방법 12을 

적용 하였다. 

 

3. 결함 특징 추출 기술 

 

기계시스템에서 측정된 신호로부터 결함의 특

징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디지털 신호처리 기

술은 3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술은 통계학에 기초한 시간데이터분석 (time 

series analysis) 이며, 두 번째 기술은 주파수분석 

(spectrum analysis), 이고 마지막으로 시간-주파수 

분석 (timefrequency analysis) 이다. 각 기술에 대해

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건전성 시스

템에 적용하는 것은 기계시스템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3.1 통계학에 근거한 시간데이터 분석 기술 

기계적 시스템의 결함으로부터 측정된 시간데이

터에 대한 통계학적인 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는 신호의 결함에 따라서 다르다. 기

계시스템으로부터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에서 분산(variance)을 나타내는 것은 2 차 모멘

트이고, 비대칭도(skewness) 를 나타내는 것은 3 차 

모멘트이며, 첨도 (kurtosis)는 4 차 모멘트가 나타

낸다. 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8 

 

2[( ) ]Var E x µ= −            (7)
 

 

여기서 x 는 측정된 테이터이며, E 는 예상값 이

며, μ 는 데이터의 평균을 나타낸다. 분산은 램덤변

수 (random variable)의 평균값 (mean value)으로 부터

의 분포의 정도를 나타내준다. 비대칭도 (skewness)

는 램덤변수들의 평균값으로부터 쏠림의 정도를 

설명해준다.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3[( ) ]Skewness E x µ= −         (8) 

 

첨도 (kurtosis) 는 램덤변수들의 집중도를 나타

내며, 그것의 수학적 표현은 식 (9)과 같다. 

 

4[( ) ]Kurtosis E x µ= −          (9) 

 

첨도 (kurtosis) 은 기계적 시스템의 결함에 의

해서 발생되는 충격신호들의 집중도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충격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용이하게 응용된다. 

 

3.2 주파수 분석 기술 

일반적으로 기계시스템에서 측정된 신호들이 

결정신호 (deterministic signal) 인 경우에는 이 신호

에 대한 스펙트럼은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랜덤 신호가 대 

부분이며, 랜덤신호 (random signal)들은 PSD (power 

spectrum density) 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PSD 함수

는 일반적으로 Sxx ( f ) 로 표현되며 식 (10)과 같다.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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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주파수이며, T 는 푸리에 변환의 윈도우 

주기이고, XT(f) 랜덤신호의 푸리에 변환이다. 따라서 

PSD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 중의 하나이다. 

 

3.3 고차 시간-주파수 분석 기술 

시간-주파수 분석 기술은 랜덤변수들을 시간-주

파수 영역에서 동시에 분석하는 기술이다. 특히 랜

덤변수의 2 차 모멘트를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분

석한 것이 이중선형 분포 (bilinear distribution) 이며, 

이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위그너 분포 (wigner-Ville 

Distribution) 이다. 위그너 분포는 식 (11)과 같이 

시간 영역의 신호 함수 s(t) 를 이용하는 경우와 

그것의 주파수 변환을 이용한 스펙트럼 함수 S( f )

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11a) 

 

 (11b) 

 

위그너 분포의 특징은 시간-주파수 분해능 

(resolution) 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물리적

으로 의미 없는 상호 상관 (cross-term) 항목이 발생

함하여 위그너 분포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상호상관항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그너 분

포에서 이차원 (2 dimension) 저주파필터를 적용시키

면 상호상관항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저주파 필터를 적용한 것의 일반적인 형태가 

Cohen 방법으로 식 (12)과 같이 정의 된다. 

 

C t f W t f f f t t dt df( , ) ( ' , ' ) ( ' , ' ) ' '= − −∫∫ Φ   (12)
 

 

여기서 C(t,f )는 Cohen 이중선형 분포 (bilinear 

distribution) 이며, Φ(t,f )는 이차원 저주파 필터이다. 

고차 위그너 분포 (Higher Order Wigner distribution) 

는 식 (12)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11 

 

 (13) 

 

이것은 이중선형분포에 대한 멱으로 랜덤변수

의 4 차 모멘트를 이용한 것이다. 여기서 H( f )는 

윈도우함수이며 고차위그너 분포에서 잡음을 제거

하고 신호만을 향상시키는 윈도우함수이다. 일반

적으로 다양한 윈도우함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Hanning 윈도우함수를 사용한다. 윈도우함수를 

사용하면 자기상관이 제거되고, 추가적인 상호상관

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4. 압축기의 계측 시스템 

 

냉장고 생산 회사들은 양품과 불량품의 계측을 

위해서 고도의 숙련된 청각 기능 전문가를 이용하

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의 

압축기 검사를 하지 못한다. 샘플 검사를 통하여 

압축기가 불량으로 판정이 나면, 동 시간대에 만

들어진 수천 개의 압축기가 불량으로 판정이 난다. 

따라서,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

해서는 생산 라인의 모든 압축기에 계측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바탕으로 하는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이 시스템은 불량 압축기와 양품 압축기의 패턴 

(pattern)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4.1 실험 

본 논문에서는 냉장고 압축기의 결함패턴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ANN 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ANN 의 최적화된 가중치를 얻기 위해서 ANN 을 

학습하였다. ANN을 학습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

와 목표치 데이터가 요구된다. ANN 의 입력 데이

터는 압축기의 상단 부분에서 측정된 진동 값이다. 

이 진동 데이터는 앞선 세션에서 언급 되었던 디

지털 신호 처리 과정을 사용함으로써 결함특징을 

추출 할 수 있다. Fig. 3 은 압축기의 진동 측정과정 

 

        
(a)                    (b) 

 
(c) 

Fig. 3 Compressor used for vibra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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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본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진동이 

측정되었으나 Fig. 3(c) 에서 보여지는 상단지점을 

최적 점으로 선택하였다. ANN 의 목적 값은 숙련

된 청취 전문가의 결정과 무향실에서의 음압 측정

을 통해서 정하였다. 음압 레벨이 83 dB 이상이면 

불량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140 개의 

압축기가 ANN의 학습과 검증에 사용되었다. 

 

4.2 결함 특징 검출 

압축기의 상태에 따른 특징을 추출을 하기 위

해서는 분산(Variance), 비대칭도(skewness), 첨도

(kurtosis)가 진동데이터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진

동 데이터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 함수는 식 (10)에 

의해서 계산되었다. 고차 시간 주파수 분석은 식 

(1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4 는 140 개의 압

축기 중에서 6 개의 샘플 압축기에 대한 진동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진동은 Fig. 3 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압축기의 상단지점에서 측정된 것이다. Fig. 5

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보여준다. Fig. 6 은 진동 

데이터의 고차 시간 주파수 분석을 나타낸다. 횡축 

x 축은 진동 신호을 시간 축으로 나타내며 종축 y 

축은 주파수를 나타낸다. Fig. 4, 5와 6의 좌측 상단

의 숫자는 140 개 압축기 중에 견본 압축기의 일련 

번호이다. Fig. 4 의 신호를 보면, 압축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특징을 찾을 수 없다. Fig. 5 에서도 

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석 결과에서도 압축기의 

이상 유무를 결정지을 특징을 찾기 힘들다. Fig. 6

에서도 압축기의 이상 상태를 언급하기 복잡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샘플 압축기의 no. 122와 no. 125

는 불량이고, 다른 압축기들은 양품이라고 판단하

였다. 전문가들의 판단과 Fig. 6(b), (d)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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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ibration data measured on the top of a 

reciprocating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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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wer spectra density analysis of the vibration data 

 

   
(a)                      (b) 

   
(c)                      (d) 

   
(e)                      (f) 

Fig. 6 Higher time frequency analysis for the the 

vibration data measured on the top of sampled 

reciprocating compressors: figures (a), (c), (d), 

and (f) are distribution for a healthy compressor 

and figures (b) and (e) are for a faulty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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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불량품의 특징으로는 y-축상의 5000 Hz에서 

크기 10 을 가지는 파워 스펙트럼 라인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차 시간-주파수 분석

의 결과는 Fig. 6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압축기는 5000 Hz 성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불량 압축기의 특징 추출을 위해서는 크기가 

10 이상인 스펙트럼 라인의 임계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결함 분류 

Fig. 1 및 Fig.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ANN의 

가중치 값은 입력 데이터와 목적 데이터로 구성

된 데이터 세트의 절반을 사용함으로써 학습되어

진다. 다른 절반의 데이터 세트는 실험에 사용된

다. 입력 데이터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진동 데이터의 시간계열의 통계상의 값들이며, 둘

째는 140 개 압축기를 고차 시간-주파수 분석을 

통한 5000 Hz 에서 크기 10 을 가지는 스펙트럼 

라인이다. 전문가들은 목표 (target value) 값을 결

정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량 압축기는 81, 82, 

122, 125, 139번이다. ANN 이용시 학습과정 식 (4)

에서 보여지는 불량압축기의 목표값은 1 이다. 양

품압축기의 목표값은 0 이다. Fig. 7(a)은 ANN 의 

목적값이고 Fig. 7(b)는 출력값을 나타낸다. ANN 의 

입력값은 상단 압축기에 대한 시계열의 분산

(variance), 비대칭도(skewness), 첨도(kurtosis) 값들이

다. 이 실험에 사용된 Fig. 2 의 ANN 구조는 3-4-1

이다. 입력 데이터 개수는 N = 3 으로 나타낸다. 첫 

번째 은닉층의 개수는 H1 = 4 이고, 출력데이터의 

개수는 M = 1 이다. Levenberg-Marquardt 은 ANN 

훈련을 통한 학습 방법이다. Fig. 7 의 결과를 보

면 목표값대비 출력값의 차이가 존재한다. 82 번

의 불량은 양품으로 검출되었고, 128 번의 양품은 

불량으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방법은 검사시스템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Fig. 8은 특징 추출로서 5000 Hz의 크기 10인 스

펙트럼 라인을 사용해서 얻은 ANN 의 목표값과 

출력값이다. 따라서 ANN 의 입력 데이터는 크기 

10 인 스펙트럼 라인이다. 이번 실험의 ANN 의 

구조는 10-4-1 구조이다. 입력 데이터의 개수는 

N = 10 이다. 첫 번째 은닉층의 신경 개수는 

H1 = 4이고, 출력 데이터의 개수 M = 1이다. ANN

의 학습 방법은 Levenberg-Marquardt 의 반복 작업

이다. Fig. 8(a)는 목표 값이고, Fig. 8(b)는 ANN의 

출력 값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82 번의 불량을 양품으로 나

타내는 것 이외는 검출이 잘된 것이다. 즉 140 개 

가운데 70 개 학습 후 70 개를 시험한 결과 1 개의 

판단 오류가 발생하였다. Fig. 8(b)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목표치를 0.5 로 낮추면 양품을 불량으

로 판단 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결과적

으로, 불량 압축기에 대한 임계값을 ANN 의 출력

으로 설정 해둔다면, 모든 불량 압축기들은 계측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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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arget value and output of the ANN using the 

statistical value as the feature extraction of faulty 

compr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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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arget value and output of the ANN using 

magnitudes of 10 spectra lines as the feature 

extraction of faulty compressors 

 

5. 결론 

 

본 논문에서 Fig. 9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컴퓨

터를 바탕으로 계측 시스템을 생산라인에 접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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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이 시스템은 불량 압축기 계측과 생산 비용 

절감에 적합하다. 이 논문에 사용된 도구들은 디

지털 신호 처리 방법이다. 

압축기의 특징 추출을 위해서 시간 계열의 통

계적 수치와 파워 스펙트럼 밀도, 및 고차 시간-주

파수 함수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불량 압축기의 

특징 추출에 있어서 후자를 사용하였고, 불량 압

축기와 정품 압축기를 찾기 위해서 인공 신경 회

로망을 사용하였다. 10-4-1 구조의 ANN 을 계측 

시스템으로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이 

Fig. 10 처럼 생산라인에 설치 되었다. 자동 진동 

측정 장치는 두 압축기의 가속도를 측정 하기 위

해 설치 된다. 측정 데이터는 계측 장비로 전송되

고, 자동적으로 분석된다. 향후 제품 전수 검사에

서는 100%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

이터를 축적하여 ANN 을 학습함으로 신뢰성 높은 

계측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Fig. 9 Mass prodution line of the recirpocating 

compressor without health monitoring system 

 

 

Fig. 10 Mass prodution line of the recirpocating 

compressor with health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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