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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할라노비스 거리와 독립성분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공정 고장탐지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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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학공정, 기계공정, 발전소와 같은 다변량 공정은 여러 설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시스

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전체 공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정 데이터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계측되므로, 

데이터에 이상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측된 데이터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스템의 고장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정에서 고장탐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이나믹 공정과 다변

량 공정 모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다이나믹 공정은 자기회귀 특성을 가지는 공정을 모델링한 것이고 다변량 

공정은 특정 센서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묘사한 공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공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마할라노

비스 거리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이상치를 제거한 후, 독립성분분석을 적용하여 고장탐지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방

법의 성능 비교를 위해 기존의 단일모델 ICA와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ICA 보다 다이나믹 

공정의 바이어스 데이터의 경우에 0.84%p, 드리프트 데이터의 경우 6.82%p 성능이 개선되었다. 다변량 공정의 경우 

3.78%p 성능이 개선되었으므로, 제안된 방법이 우수한 고장탐지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Multivariate processes, such as chemical and mechanical process, power plants are 

operated in a state where several facilities are complexly connected, the fault of a particular 

system can also have fatal consequences for the entire process. In addition, since process data 

is measured in an unstable environment, outlier is likely to be include in the data. Therefore, 

monitoring technology is essential, which can remove outlier from measured data and detect 

failures in advance. In this paper, data obtained from dynamic and multivariate process models 

was used to detect fault in various type of processes. The dynamic process is a simulation of a 

process with autoregressive property, and the multivariate process is a model that describes a 

situation when a specific sensor fault. Mahalanobis distance was used to remove outlier 

contained in the data generated by dynamic process model and multivariate process model, 

and fault detection was performed using ICA. For comparison, we compared performance with 

and a conventional single ICA method. The proposed fault detection method improves 

performance by 0.84%p for bias data and 6.82%p for drift data in the dynamic process. In the 

case of the multivariate process, the performance was improves by 3.78%p,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showed better fault dete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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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장(fault)이란, 시스템의 다양한 공정 모니터링 

변수들 중에서, 단 하나의 변수라도 시스템의 정상동

작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한다[1]. 다변량 공정

(기계 및 화학공정, 발전소 등)은 여러 시스템이 복잡

하게 연결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고장이 발

생하면 전체 공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 내의 기계시스템들은 하중이 계속 

작용하는 환경에서 마모, 균열 결함, 성능 저하로 인

한 손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치명적인 사고

나 사용 중단 상태를 유발한다[2]. 발전소의 경우, 인

적‧금전적 손실을 유발하는 대형사고 또는 운전 중인 

발전소를 갑작스럽게 정지하는 비계획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

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고장탐지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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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방법의 고장탐지 순서도.
Fig. 1. Schematic diagram for fault detection 
using proposed method.

일반적으로 다변량 공정 데이터는 불안정한 환경

에서 계측되므로 데이터에 이상치(outlier)가 포함

될 가능성이 크고, 불필요한 변수들을 제거할 필요

가 있다. 이상치 제거를 위해 주로 거리 측정 방법

들이 이용된다. 여러 종류의 거리 측정 방법들 중

에서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MD)는 각 변수들의 공분산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

를 고려하여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다변량 공정에 적합한 이상

치 제거 방법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하여 이

상치를 제거하였다.

차원축소를 위해 주로 이용되는 기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과 

독립성분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이다. PCA는 은닉변수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ICA는 비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한다[3]. 일반적으로 공정의 환경 및 특성으로 인해 

비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논

문에서는 ICA 기반 고장탐지를 수행하였다.

ICA는 고장탐지를 위한 많은 연구에 이용되었

다. Jong-Min Lee[3]는 Wenfu Ku[4]가 제안한 

다이나믹 공정 모델에 ICA를 적용하여 고장탐지를 

수행하였다. Žvokelj[5]는 베어링 고장탐지를 위해 

ICA를 적용하였고, Ajami[6]는 화력발전소 터빈

의 고장탐지에 이용하였다. 최근 연구로, Liu[7]는 

ICA를 이용하여 three-tank 시스템의 고장을 탐

지했고, Zhang[8]은 화력발전소 고장탐지를 수행

했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회귀(autoregressive, 

AR) 특성을 가지는 공정을 모델링한 다이나믹 공

정과 특정 센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

한 다변량 공정에서 생성된 각 데이터에 MD를 적

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한 후 ICA 기반 고장탐지를 

수행하였고, ICA 단일모델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2. 고장탐지 방법

그림 1은 본 연구의 고장탐지 절차를 표현한 다

이어그램이다.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정상데이터인 

다변량 학습데이터에 MD를 적용하여 이상치를 제

거한다. 이상치가 제거된 데이터에 ICA를 적용하

여 통계량과 지수이동평균(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를 계산한 후에, 고장선언을 위한 

문턱값을 계산한다. 온라인 과정에서는 검증 데이

터에 대한 통계량과 EMA를 계산하여 사전에 계산

된 문턱값과 비교함으로써 고장탐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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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마할라노비스 거리(MD)

대상 공정의 변수 개수가 m개고 샘플링된 데이

터 개수가 n개일 때, 계측된 다변량 학습데이터 행

렬 X는 x x⋯xn 
∈ ×로 구성되고, 데이

터 벡터 x i는 
 ⋯

 
∈×,   가 

된다. MD를 적용하기 전에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z-점수 표준화를 

적용한다. 표준화를 적용한 후, 평균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계산한다. 평균벡터는 아래의 식 (1)로, 공분

산 행렬은 식 (2)로 계산된다. 

  



  




    (1)

Spqn



i 

n

xpi xpxqi xq

  

(2)

평균벡터와 공분산 행렬이 계산되면, 아래의 식 

(3)을 통해 MD가 계산된다.

x xx TSxx  (3)

일반적으로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한 문턱값을 

10%, 5% 또는 1%로 설정한다. 본 실험에서는 최적

의 문턱값을 설정하기 위해 10%, 5%, 1%로 문턱값

을 각각 설정하여 성능비교를 수행하였다. 10%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고장과 관련된 정보를 함유한 데

이터까지 제거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하락했다. 1%

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이상치로 간주되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되지 않았다. 반면에, 5%로 

설정했을 때는 불필요한 이상치만 적절히 제거되었

기 때문에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MD로 계산된 데이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뒤에, 5%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2.2 독립성분분석(ICA)

ICA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위해 

먼저 화이트닝을 수행한다. 화이트닝은 벡터 x(k)의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고 고유값 분해를 수행한다. 공

분산 행렬과 고유값 분해 과정은 식 (4)와 같다.

R x xx
 UU   (4)

는 대각행렬 로, 대각성분들이 

내림차순  ⋯으로 정렬된 공분산 행렬 

R x의 고유치로 구성된다. 고유값 분해가 적용된 뒤

에, 식 (5)을 통해 화이트닝 변환을 수행한다. 

z  Qx QAs B s (5)

여기서, 행렬 Q는 Q U이고, 는 

대각성분들 


로 구성된 대각행렬이다. 

식 (4)과 (5)에 의해 벡터 z 와 행렬 R x는 각각 

아래와 같이 변환될 수 있다.

R x zz
  BssB  (6)

R x Bss
B  BB   I (7)

여기서, 행렬 B는 직교행렬이고, 식 (5)에 의해 

행렬 R x는 항등행렬이 된다. s와 행렬 W는 

각각 아래의 식 (8)과 (9)로 표현된다.

s B z  B Qx   (8)

WB Q (9)

행렬 B의 각 칼럼벡터 b 는 i번째 독립성분 

  b 
z 이 최대의 비가우시안 특성을 가

지도록 초기화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Hyvärinen[9]이 제안한 fastIC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행렬 B를 계산하였다.

2.3 독립성분 개수 설정

ICA는 PCA와 다르게 독립성분들의 정렬방법과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

는다. 독립성분을 정렬하기 위한 방법으로 

-norm[2], ∞-norm[10], 비가우시안 특성[11] 등

을 이용한 방법들이 제안되었지만, 독립성분의 개수

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성분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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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CA에서 결정된 주성분의 개수만큼 독립성분을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norm을 이용하여 독립성분들을 정렬한 후에, 

PCA에서 선택된 주성분의 개수와 동일하게 독립성

분 개수를 설정하였다. 독립성분의 개수가 결정되면, 

해당 개수만큼 행렬 W는 차원 축소(W )되고 분해

된다.W W W  

2.4 통계량과 지수이동평균

본 논문에서는 Jong-Min Lee[12]이 제안한 
 

통계량을 탐지지수로 이용하였다. 
 통계량은 차원 

축소된 독립성분들의 변량을 의미하며 식 (10)으로 

계산된다. s 는 W x를 의미한다.


 s 

s  (10)

본 논문에서는 통계량의 추세를 고려하기 위해 

EMA를 아래의 식 (11)로 계산하였다.



 

≥ 

(11)

는 통계량이고   는 평활인자

이며, b는 window size이다.

2.5 고장선언을 위한 문턱값 설정

통계량 값이 동일하더라도 문턱값에 따라 고장탐

지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일반

적으로 95, 99번째를 문턱값으로 설정하여 반복적

인 실험을 통해 최적의 문턱값을 정한다. 본 논문에

서는 95번째, 99번째 백분위수를 고장선언을 위한 

문턱값으로 설정하여 성능을 비교한 결과, 99번째 

백분위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99번

째 백분위수를 문턱값으로 설정하였다. 백분위수는 

통계량에 대한 EMA에 적용되며, EMA가 문턱값을 

넘어서면 고장알람이 발생된다.

3. 대상시스템 및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Wenfu Ku[9]가 제안한 다이나

믹 공정 모델과 Alcala[13]가 제안한 다변량 공정 

모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생성된 정

상데이터는 학습에 이용되었고, 고장데이터는 아래

의 3.1절과 3.2절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생성된다.

3.1 다이나믹 공정 모델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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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z v ,

x  yu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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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14)

z는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을 의미하고, u는 입

력, y는 출력이다. w는 -2에서 2까지 범위를 가지

는 균등분포를 따르는 랜덤백터이다. v는 평균과 분

산이 각각 0와 0.1인 잡음벡터이며, x는 5개의 

변수yyyu u 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 및 고장데이터를 200개씩 생성하여 학습 및 

검증하였다. 고장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아래의 방

법으로 바이어스와 드리프트를 각각 적용하였다.

바이어스: 시간 k=51,...,200구간에서 k가 1씩 증가

할 때 마다, 값에 3씩 증가. 

드리프트: 시간 k=51,...,149구간에서 k가 1씩 증가

할 때 마다, 값에 0.05씩 누적하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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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변량 공정 모델






























  
  
  
  
  
  



















(15)

위의 수식 (15)은 다변량 공정 모델의 상태 방정

식을 의미한다. 전체 변수 개수는 6개이며, 랜덤변

수 , , 은 각각 [0, 2], [0, 1.6], [0, 1.2]의 

범위를 가지고 균등분포를 따른다. 잡음(noise)은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잡음벡터

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데이터 2000개, 고장데이

터 1000개를 생성하여 학습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아래의 방법으로 첫 번째 변수와 세 번째 변수에 

드리프트와 바이어스를 적용하여 한 개의 고장데이

터 셋을 생성하였다.

: 시간 k=51,...,149구간에서 k가 1씩 증가할 때 

마다, 값에 0.02씩 누적하여 증가. (드리프트)

: 시간 k=51,...,200구간에서 k가 1씩 증가할 때 

마다, 값에 3씩 증가. (바이어스)

4. 실험결과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다이나믹 공정 및 다변

량 공정 데이터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고장탐지

를 수행한 모니터링 차트이다. 차트에서 검은색 실

선은 
 통계량을 의미하고, 자주색 실선은 통계량

에 대한 EMA이며, 빨간색 점선은 고장선언을 위한 

문턱값을 의미한다. 두 공정에 대한 실험결과는 아

래의 4.1절과 4.2절에서 분석된다.

4.1 다이나믹 공정에 대한 실험결과

바이어스 데이터에 대한 실험결과인 그림 2-(a)

에서 대략 시간 50부터 EMA가 지속적으로 문턱값

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드

리프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인 그림 2-(b)에서도 고

장이 발생한 유사한 시간에 EMA가 문턱값을 넘어

섬으로써, 제안된 방법이 고장을 효과적으로 탐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2. 다이나믹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차트
(a) 바이어스 데이터, (b) 드리프트 데이터.
Fig. 2. Monitoring charts for dynamic process
(a) bias data, (b) drift data.

4.2 다변량 공정에 대한 실험결과

그림 3에서 시간 1부터 500까지의 구간에서 

EMA가 문턱값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고장이 발생한 시간 501부터는 EMA가 문턱값

을 넘어섬으로써, 다변량 공정에서도 제안된 방법이 

효과적으로 고장을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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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변량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차트
Fig. 3. Monitoring chart for multivariate process

4.3 제안된 방법의 성능검증

표 1. 고장탐지 성능비교 테이블
Table 1. The table for comparison of fault detection 

performance

System Data

ICA
(conventional)

MD+ICA
(proposed)

Type 1
error

Type 2
error

Type 1
error

Type 2
error

dyanamic
process [6]

bias 0 3.29 0.26 2.19

drift 11.43 41.88 14.14 32.35

multivariate
process [11]

bias+drift 0 4.90 0 1.12

표 1은 두 공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제안된 방

법(MD+ICA)과 비교방법(ICA)을 적용했을 때의 고

장탐지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표 안의 모든 수치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고, 볼드체 

수치는 두 방법과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한 성능을 보

인 실험에 대한 에러이다. type 1 error와 type 2 

error는 각각 거짓알람률과 미탐지률을 의미한다. 

거짓알람은 고장탐지 모델이 고장을 선언했지만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미탐지는 

시스템에 실제로 고장이 발생했지만 모델이 이를 탐

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두 종류의 에러들 중

에 미탐지가 시스템에 더 치명적이므로, type 2 

error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표 1에서 다이나믹 

공정의 바이어스 데이터의 경우에 제안된 방법의 

type 1 error가 0.26%p 만큼 높지만 type 2 

error가 1.1%p 만큼 낮으므로, 제안된 방법의 성능

이 0.84%p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드리프트 데이터

의 경우에는 제안된 방법의 type 1 error가 비록 

2.71%p 높지만 type 2 error가 9.53%p 낮으므로, 

전체 6.82%p 만큼 성능이 개선됐다. 마지막으로 다

변량 공정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type 2 error가 

3.78%p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다변량 공정에 발생한 고장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형사고 또는 비계획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발생한 고장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술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회귀 특성을 가지

는 다이나믹 공정과 센서의 고장을 묘사한 다변량 

공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MD를 적용하여 이상치

를 제거 한 후, ICA를 통해 고장탐지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검증을 위해 기존 ICA 단일모델

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이 다

이나믹 공정의 바이어스 데이터에서 0.84%p, 드리

프트 데이터의 경우 6.82%p 만큼 성능이 개선되었

고, 다변량 공정에서는 3.78%p 만큼 기존 ICA 보

다 우수한 고장탐지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는 다

양한 공정에서 효과적인 고장탐지를 위해 DICA, 

KICA를 적용하여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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