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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ult diagnosis method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SVM (Support Vector Machine) 
to detect and isolate faults in the nonlinear systems. The proposed algorithm consists of two main parts: fault detection through 
threshold testing using a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fault isolation by SVM fault classifier. In the proposed method a fault is 
detected when the errors between the actual system output and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nominal system output cross a 
predetermined threshold. Once a fault in the nonlinear system is detected the SVM fault classifier isolates the fault. The 
computer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VM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based fault 
diagno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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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제어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

에서 발생하는 고장을 조기에 감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고

장진단시스템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시스템

에서의 고장은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

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에 연구된 고장진단방법은 크게 모델에 기반한 방법

과 모델에 기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모델에 기반한 방법에서는 고장진단을 위해서 시스템의 정

확한 정량적모델을 필요로 하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비

선형성이 강한 시스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1-3]. 
이에 반해서 모델에 근거하지 않는 방법은 대상 시스템

의 측정치, 경험 또는 물리적 검토를 기초로 하며, 한계치

검사, 전문가 시스템 기법 및 신경회로망 이용 방법[4,5]등
이 있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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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가능한 모든 고장을 미리 예측하여 신경회로망 고

장모델로 구축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미리 구축한 고장모델

중에서 가장 유사한 고장모델을 선택하여 고장을 분류한다. 
그러나 사전에 모든 고장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ART 
(Adaptive Resonance Theory) 신경회로망을 이용하는 연구가

있었다[5,6]. 그러나 참고문헌 [6]에서는 선형시스템의 고장

진단방법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했으며, 참고문헌 [7]에서

제시한 방법은 신경회로망 다중모델을 이용한 비선형시스

템의 고장진단방법으로서 고장의 분류를 위해서는 다중고

장모델을 정확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Vapnik [8]에 의해 개발된 통계적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필기체 숫

자인식 뿐만 아니라 유도전동기의 고장진단에 이용하는 연

구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9-12].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고장을 감지

하고 분류하기 위해 인공신경회로망과 SVM을 이용한 고장

감지 및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13]. 제안한 고장진단 알고

리듬은 고장감지부 및 고장분류부로 구성된다. 즉, 고장감

지부에서는 시스템의 출력과 다층신경회로망 공칭모델 출

력과의 오차가 미리 설정한 문턱값을 넘으면 비선형시스템

에서 발생된 고장을 감지한다[7]. 일단 고장이 감지되면 시

스템에서 발생한 고장의 종류를 알아내기기 위해 미리 설

정한 분류윈도우내에서의 출력데이타를 획득한다. 다음으로

획득한 시스템출력과 SVM 고장분류기를 이용하여 시스템

에서 발생한 고장의 종류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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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고장진단방법의구조도.
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fault diagnosis method.

II. 제안한 고장감지 및 분류방법

제안한 고장진단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비선형시스템에

서 발생하는 고장을 감지하기위한 고장감지부와 발생한 고

장의 종류를 분류하기위한 고장분류부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다층신경회로망과 문턱값 비교방법에 의해서 고장을 감

지하면 고장분류를 위해 설정한 분류윈도우내에서의 출력

데이타를 획득하며 이를 이용하여 SVM 고장분류기에 의해

발생한 고장의 종류를 분류한다. 
1.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고장감지

고장진단을 위한 대상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이산시간

비선형시스템으로 가정한다.

           ⋯  
     ⋯   

(1) 

여기서  , 는 각각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

의 비선형함수이며,   는 백색 잡음이라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감지를 위해 그림 2와 같은 다층 신

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비선형시스템의 공칭모델을 구축한다. 
사용한 다층 신경회로망은 입력층, 중간층과 출력층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신경회로망의 학습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듬을 이용하

였다[14]. 최소화해야 할 성능지수 및 출력오차를 각각 아

래와 같이 정의하며 식 (2)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경회

로망을 학습하여 고장감지를 위한 공칭모델을 구축한다. 

   
  




   (2)

          (3)

여기서 은 신경회로망 공칭모델의 출력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시스템 출력과 신경회로망 공칭모델

출력과의 오차를 계산하며, 윈도우 내에서의 오차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고장이 발생된 것으로 인식한다.

jO

Input layer Hidden layer Output layer

iO

1O

wji wkj

그림 2. 다층신경회로망의구조도.
Fig. 2. Architecture of the multilayer neural network.

   
  




   > δ f (4)

여기서  는 식 (3)과 같이 시스템 출력과 신경회로망

공칭모델 출력과의 오차이고,  는 고장감지를 위한 문턱

값, L은 윈도우 크기이다. 공칭모델이 충분히 학습되었다

면 시스템 출력과 공칭모델 출력사이의 오차는 시스템 잡

음과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진다[15]. 따라서 시스템 출력과

공칭모델 출력사이의 오차 은 정규분포    를 따

르므로 윈도우내에서의  개의 정규화된 자승오차



 

의 합은 아래와 같이 자유도가  인 
 (chi- square) 분포

를 따르게 된다.

  
  






  ～ 

 (5)

본 연구에서는 고장감지를 위한 문턱값  를 허위고장

신호 발생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즉, 시
스템이 정상일 때 허위고장신호 발생확률의 허용한계를 

라고 하면

Pr  
  






  

 ○   (6)

이므로  분포표로부터 상수○를 구한 뒤 이로부터 고장

감지를 위한 문턱값    ○ 를 구한다. 그러나 고장으

로 인한 시스템 파라미터 변화가 작은 시스템의 경우에는

위에서 구한  가 너무 커서 실제 고장에 의한 시스템 파

라미터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

으므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구한  를 기준값으로 해서

경험적 요소를 고려하여 고장감지 문턱값을 적절하게 선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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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출력과신경회로망공칭모델출력과의오차.
Fig. 4. Errors between system output and neural network nominal 

model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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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VM에의한클래스분류.
Fig. 3. Separation of two classes by SVM.

2. SVM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및 분류

SVM은 Vapnik [8]에 의해 개발된 학습알고리듬으로서

원래 이진분류기(binary classifier)였다. 즉, 그림 3과 같이

특징공간에서 초평면(hyperplane)과 가장 인접한 지지벡터

(support vectors)들과의 거리인 여유(margin)를 최대로 하는

최대여유초평면(maximum margin hyperplane)을 찾아서 이진

분류를 수행한다.
그러나 모든 내적(inner product)을 비선형 커널함수(kernel 

function)로 교체하므로써 최대여유초평면이 원래의 입력공

간보다는 훨씬 더 큰 차원을 가지는 비선형 사상(mapping) 
특징공간에 적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선형 분류가

가능한 분류기를 설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비선형

성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고장을 분류하는 문제에 적용하였

다. 즉, 시스템에서 발생한 고장이 감지되면 발생한 고장의

분류를 위해 설정한 분류윈도우내에서의 출력데이타를 획

득하며 이를 이용하여 SVM 고장분류기에 의해 발생한 고

장의 종류를 알아낸다. 
고장감지 후에 고장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해 데이터를

획득하는 분류윈도우의 크기는 크게 하면 분류의 신뢰도는

증가하나 데이터 획득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고장분류가

늦어진다. 반면에 분류윈도우 크기가 너무 작으면 고장분류

를 위한 시간은 짧아지나 고장분류의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적절히 선정한다. 

III.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SVM과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고장감지 및 분류

방법의 성능 검증을 위한 비선형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cos


(7)

여기서  , 는 각각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으로서

시스템의 입력   cos이다. 그리고 는 분산

이 인 백색잡음이며 과 는 물리적계수로서

공칭값은 각각  및 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적

으로 동작함에도 불구하고 잡음만에 의해 고장으로 감지되

는 허위고장신호 발생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로 설정했고 식 (6)으로부터 고장감지를 위한 문

턱값  를 구하면   이며, 고장감지를 위한 윈도우 크

기 은 30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장감지를 위한 다층 신

경회로망 공칭모델의 입력층, 은닉층 및 출력층의 노드수는

각각 4개, 10개 및 1개로서 신경회로망의 입력은   
 ,  , 이다. 신경회로망의 은닉층

노드수는 학습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본 논문에서는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경회로망 공칭모델이 시

스템이 정상일 때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도록 은닉층의

수를 10개로 선택하였다. 신경회로망 학습을 위한 학습률

 와 모멘텀  는 각각 0.15 및 0.1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SVM 고장분류기의 학습을 위해서는 가우시안(gaussian) 커
널함수를 사용하였고, 고장감지 후에 분류를 위한 분류윈도

우의 크기는 15로 했으며 획득한 15개의 시스템 출력데이

타와 SVM에 의해 고장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의 고장은 이득, 저항값, 캐패시턴

스 등과 같은 물리적 파라미터의 변화 혹은 기계적인 마모

등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는 결국 시스템

모델 파라미터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제안한 고장진단 방

법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리적인 계수들의 값을 인

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시스템에서의 고장상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발생시켰다. 

고장 #1 :  이 감소

고장 #2 :  이 증가

먼저 고장감지를 위해 시스템이 정상일 때의 다층신경회

로망 공칭모델을 구축하였다. 실제 시스템 출력과 신경회로

망 공칭모델과의 오차(식 (4))를 도시하면 그림 4와 같으며, 
신경회로망 공칭모델이 실제 비선형시스템을 잘 묘사할 수

있게 충분히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가지 고장상황에 대한 고장진단결과를 알아

본다. 아래의 결과는 이미 고장 #1 (   로 감소)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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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 (   로 증가)이 발생하여 세 개의 고장클래스

(SVM의 출력인 고장클래스 1은 시스템이 정상상태인 경우, 
고장클래스 2는 고장 #1의 경우, 고장클래스 3는 고장 #2의
경우를 의미한다)가 자동 생성된 뒤 테스트한 결과이다. 그
림 5는 150번째 순간에 고장 #1 (   로 감소)이 다

시 발생했을 때의 결과들로서 5(a)는 시스템출력과 신경회

(a) System output and neural network output (nominal system 
output(dashed line), system output(solid line).

(b) Change of  and fault detection (dashed line:  ).

(c) Fault classification result  by  SVM.

그림 5. 고장 #1에대한고장감지와분류결과.
Fig. 5. Results of detection and isolation for fault #1.

로망 출력을 도시한 것이며, 5(b)는 고장 #1의 발생으로 인

해 고장 발생순간부터 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152번째 순간에 윈도우 내에서 시스템출력과 공칭모델과의

자승오차합이 고장감지 문턱값을 넘어 고장을 감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5(c)는 고장감지 후에 분류윈

도우내에서 15개의 데이터를 획득한 뒤에 이들 출력데이타

(a) System output and neural network output (nominal system 
output(dashed line), system output(solid line)

(b) Change of  and fault detection (dashed line:  ).

(c) Fault classification result  by  SVM.

그림 6. 고장 #2에대한고장감지와분류결과.
Fig. 6. Results of detection and isolation for faul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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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SVM으로 분류한 결과로서 SVM 고장분류기

가 167번째 순간에 고장클래스 2를 출력하였으며 이는 현

재 시스템에는 고장 #1이 발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SVM 고장분류기가 시스템에서 발생한 고장을 정확하게 분

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장 #2 (   로 증가)가 다시 발생했을

때의 고장감지 및 분류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즉, 6(a)는
150번째 순간에 이 증가하는 고장 #2가 발생했을 때의

시스템출력과 신경회로망 공칭모델 출력을 나타낸 것이며, 
6(b)는 고장감지결과로서 152번째 순간에 윈도우 내에서의

시스템출력과 신경회로망 공칭모델과의 자승오차합이 고장

감지 문턱값을 넘어 고장이 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6(c)는 SVM 고장분류기의 분류결과로서 시스템에서

발생한 고장의 종류를 고장 #2로 잘 분류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고장을 감지

하고 분류하기 위해 다층신경회로망과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고장진단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고장진단알고리듬은 시스템에서 발생한 고장감지를

위한 고장감지부와 발생한 고장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한

고장분류부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시스템의 출력과 다층신

경회로망 공칭모델 출력과의 오차가 미리 설정한 문턱값을

넘으면 고장을 감지한다. 일단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되었

음이 감지되면 발생한 고장의 종류 분류를 위해 미리 설정

한 분류윈도우내에서의 출력데이타를 획득하며 이를 이용

하여 SVM 고장분류기에 의해 시스템에서 발생한 고장의

종류를 알아낸다. 시뮬레이션결과들로부터 제안한 다층신경

회로망과 SVM 기반 고장감지와 분류방법이 비선형시스템

의 고장진단문제에 잘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

구과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장진단 방법을 실제 시스

템에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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