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29:4 (2020) 331~338
https://doi.org/10.7735/ksmte.2020.29.4.331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ISSN 2508-5107(Online)

Technical Papers

사물인터넷 기반 무선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이상헌a

Development of an IoT based Wireless Condition Monitoring System
SangHeon Leea
a

Department of Mechanical Robotics Engineer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18
Revised
4
Accepted 5

ABSTRACT

June
August
August

2020
2020
2020

Keywords:
Accelerometer
Internet of things
Condition monitoring
Condition diagnosis
Frequency analysis

With the advancements in sensor technology and open source-based controllers,
the development of a condition monitoring system has become relatively easier.
However, there is not enough well-organized information to develop condition
monitoring system. Therefore, we present a wireless condition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by using an open-source controller.
The developed wireless condition monitoring system consists of a sensor
module, data processing unit, and condition monitoring program. This system
can measure 3-axis accelerations of frequency up to 1.5 kHz, with a frequency
resolution of 0.05 Hz to 20 Hz, and temperature. The developed condition
monitoring system provides statistical time information and frequency spectrum
for advanced condition diagnosis. Furthermore, the condition diagnosis function
for low-speed rotating machines was implemented effectively.

1. 서 론

이나 회전축의 편심 등은 회전 기계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진동으로 인해 베어링과 같은 부품의 파손이

최근 들어, 산업용 기계는 거대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점점 구조

발생함으로 인해, 기계장치를 통해 생산되는 최종 결과물의 품질

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형기기들은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

도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온도 및 진동과 같은 상태의 정확한

져 있으며, 작은 부품의 파손 하나만으로 인해 전체시스템의 중단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니터링 된 상태를 이용하여 진단

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기반의 유지

과 예측이 필수적이다. 기계의 상태 진단과 예측은 시계열 방법에

보수방법과 상태기반 방식의 유지보수방법 등으로 기계의 유지보

의한 분석[4], 통계적 방법과 인공지능 방법을 이용한 분석[3], 각종

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계의 상태를 기반으로 한 유지보수방

시간-주파수방법 등[5],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연구

법이 통상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설정된 내구연한 보다 더욱 정

가 시도되고 있지만, 성공적인 진단과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

확한 기준에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정주기로

태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한다.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은 온

진행되는 시간기반의 유지보수방식에 비해 비용과 기계 상태관리

도, 진동 등의 상태 측정을 위한 센서기술, 센서로부터 발생된 신

[1-3]

측면에서 유리하다

.

호를 획득하기 위한 신호획득기술, 그리고 센서로부터 획득된 신

상태기반의 유지보수방법을 위해서는 상태모니터링, 진단, 예측

호를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기술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근래 IT

의 기술이 필요한데, 일례로 모터 축과 회전 축 사이의 정렬 불량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신호획득 및 전송에 있어 Wi-Fi (wireless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4-82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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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specification of the sensor module (ADXL354)[6]

fidelity)기술의 적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좀 더 확장된 개념으
로 센서 모듈 자체가 사물인터넷의 개념으로 발달하여, 기계분야

Full-Scale Range

Resonance Frequency

Accelerometer
Sensitivity

± 2 g

2.4 kHz

400 mV/g

응이 가능하도록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기반으로

Accelerometer
Bandwidth

Temperature Range

Temperature
sensitivity

한 센싱시스템을 활용한 상태모니터링 및 상태진단 시스템을 개발

1500 Hz

- 40~125℃

3.0 mV/℃

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와 흐름에 빠르게 대

하기 위한 구성요소와 개발 과정과 방법을 다루고, 실험을 통한
개발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평가와 회전 실험 장치를 대상으로 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파수응답성능을 보

동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주지 못해서, 본 연구와 같이 진동측정을 통한 기계 상태 모니터
링의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특히, MEMS기반의 가속도 센서의 선
정에 있어서는 주파수응답 특성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전체 구성

한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센서는 3축에 대해 모두 안정적인 주파
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격과 기능뿐만 아니라 성

Fig. 1은 개발된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데, 왼쪽 블록내

능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정된 센서

의 센서 모듈과 센서신호를 수집하여 무선 전송하는 데이터 처리

의 주요사양은 Table 1에 정리하였는데, 저역통과필터와 같은 신

장치와 이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상태 모니터링 및 진단 소프

호조정을 통한 가속도 센서의 최대 대역폭이 1.5 kHz인 것은 일반

트웨어로 구성된다. 개발된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는

가속도센서와 비교할 때 중저역대 주파수에 센서로 평가할 수 있

x, y, z축 방향으로의 가속도와 온도이며, 이들 상태는 32비트 기

으며, 최종 개발되는 모니터링시스템도 선정된 센서의 주파수대역

반의 오픈 소스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제작된 데이터 처리장치의

에 의해 성능이 결정될 것이다.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통해 수집된다. 그리고 수

센서 모듈을 구조물에 바로 장착하기에는 배선 및 센서보호 등

집된 데이터는 Wi-Fi 기반의 무선통신을 통해 PC로 전송되며, 전

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Fig. 2(a)와 같은 센서 하우징을 설계하

송된 상태 정보들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표시 및 저장되고, 상

였다. 센서 하우징은 PCB (printed circuit board)로 제작된 센서

태진단을 위한 데이터 생성과 회전기계를 대상으로 한 진동기준에

부와 센서부를 고정하기 위한 하우징의 베이스와 커버로 구성된다.

따라 기계 상태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베이스에는 측정대상에 센서를 접촉시키기 위한 관통구멍이 있어,
더욱 정확한 온도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센서 모듈의 고

2.1 센서

정은 베이스의 하부에 4개의 네오듐자석을 부착하여 자기력으로 이

기계 상태모니터링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진동과 온도가 가

루어지도록 하였다. 하우징의 커버, 센서보드, 베이스는 4개의 볼트

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정보를 한

로 체결되고, 하우징은 FDM (fused deposition method)방식의 3D

번에 측정이 가능한 센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센서(ADXL354,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재료는 PLA (polylactide)를 사

analog devices)는 MEMS (microelectromech anical systems)

용하였다. 최종 조립된 모습은 Fig. 2(a)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기술로 제작이 되었으며 x, y, z축 세 방향으로의 가속도 측정이

수 있다. 센서 하우징을 사용함으로 인해 센서 모듈의 진동특성이

가능하고, 접촉방식으로 온도의 측정도 가능하다. 근래에 들어 기
존의 압전소자나 정전용량 방식의 가속도 센서 외에도 선정된 센
서와 같이 MEMS 기반으로 제작된 가속도 센서들이 많이 출시되
어 무인 이동체에서 자이로센서와 함께 관성항법장치로 많이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속도 센서들의 경우, 주로 자세측정만을

Fig. 2 Sensor module (a) Assembly and exploded views (b) 1st
mode shape (7.4 kHz)

Fig. 1 Overview of the develop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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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equency response of sensor module

하우징 구조의 진동특성으로 인해 센서자체의 주파수특성보다 저
하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서 센서 하우징을 포함

Fig. 4 Sensor calibration (a) transient response, (b) FFT results
(hanning window)

한 센서 모듈의 모드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 2(b)와 같이
센서 모듈의 첫 번째 모드를 얻었는데, 진동은 주로 센서 하우징의
커버 쪽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첫 번째 모드의 주파수가 7.4 kHz

의 샘플링 속도로 5초간 동시 샘플링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인데, 이는 센서의 대역폭보다 5배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센서 하

에, 두 신호 간의 위상차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두 센서가 외팔보

우징으로 인한 센서 모듈의 진동특성 저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의 양면에 마주보는 형태로 부착되어 센서 신호의 위상은 180°의

었다.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두 신호의 오차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위

그리고 완성된 센서 모듈을 대상으로 주파수응답을 Fig. 3과 같

상을 일치시켰다. Fig. 4(a)에 교정용 센서(370A03)와 센서 모듈

이 얻었다. 여러 번의 실험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ADXL354)의 보정된 신호를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해 얻은 민

피크점이 33 Hz와 1.8 kHz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낮은 주파수에

감도는 346.3 mV/g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평균 민감도는 400

서의 피크는 센서 모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험에 사용된 가진기

mV/g보다는 약 13% 낮았다. 민감도 보정 후 교정용 센서와의 오

의 공진주파수로 확인이 되었으며, 두 번째 피크는 입력 주파수가

차는 신호획득 구간 내에서 평균 3.93×10-3 m/s2로 나타났다. 그

센서의 기계적인 공진주파수(2.4 kHz)에 가까워질수록 진폭이 증

리고 센서 모듈의 저주파수 성능도 확인하기 위해 FFT (fast

가하는데, 센서에 포함된 저역통과필터(fcutoff: 1.5 kHz, -6 dB)에

fourier transform)를 수행하여, Fig. 4(b)와 같이 주파수 스펙트

의해 출력이 감쇠되면서 공진주파수 이하에서 나타나는 피크로 확

럼을 얻었다. 두 센서 모두로부터 외팔보의 공진주파수(10.2 Hz)

인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작된 센서 모듈은 1.8 kHz의 이하의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 주파수 영역(0.2~1000 Hz)에서 두 스

주파수입력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주파수 응답성을 나타내는 것을

펙트럼의 차이는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앞서 Fig.

확인할 수 있다.

3에서의 센서 모듈의 주파수 응답에서 저주파수에서의 공진점이

한편, 센서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외팔보의 자유단 양면에

가진기에 의한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조사가 제시

기준신호용으로 사용하게 된 저주파수용 가속도센서(370A03,

한 대역폭에서 안정적인 측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PCB)와 제작된 센서 모듈을 각각 부착한 상태에서 임의의 충격

한편, 정확한 진폭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를 교체하거나

을 가하여 두 센서의 신호를 측정하였다. 두 센서의 신호는 데이

새로운 센서 모듈을 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 작업이 이루어

터수집장치(USB4431, NI)를 통해 획득되고 각 센서의 민감도를

져야 한다.

적용하여 가속도로 변환되었는데, 제작된 센서 모듈의 경우, 사양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센서는 온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태

으로 제시된 민감도(400 mV/g)를 사용할 경우, 기준값과 오차가

측정 지점에서의 진동뿐만 아니라 온도도 함께 측정이 가능하여,

크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선정된 MEMS 기반의 가속도 센서

온도 측정을 통한 전동기의 상태 및 윤활유의 상태까지도 함께 모

가 주파수응답 면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능을 나타내었으

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초 실험을 통해서, 최대 1℃ 이

나, 민감도 측면에서는 교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하의 분해능(제작 시스템 이론치: 0.3℃)이 확인되어, 상기 용도로

연구에서는 센서 모듈의 보정을 실시하였는데, 신호획득은 2 kHz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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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 처리장치
센서 신호의 획득 및 전송을 위한 장치는 센서 모듈의 출력신호
의 개수와 무선전송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두이노(arduino)사의
MKR1000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컨트롤러는 32-bit 기반의 마이
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 능력에서 8-bit 기반의 마
이크로 컨트롤러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내며,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에 장착된 ADC가 12 bit 분해능이며, 7채널까지 신호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48 MHz 기준클럭을 기반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높은 속도의 샘플링도 가능하며, IEEE® 802.11 b/g/n를 지원하
는 Wi-Fi 칩이 포함되어 별도의 부가장치 없이 무선통신을 구현할

Fig. 5 Sampling period and rate with respect to the prescale

수 있다[7].

샘플링 속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속

2.2.1 데이터 수집

도 센서의 대역폭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 ADC의 최대 샘플링

앞서 제작된 센서 모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태 정보는 3축

속도를 10 kHz로 설정하였고, 이를 만족하는 ADC 동작 클럭 분

가속도 신호 및 온도 신호 총 4개로, 데이터 수집 장치에서는

주비를 찾기 위해 분주비 설정에 따른 샘플링속도를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4채널의 ADC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가속도센서의

샘플링 속도는 아두이노 IDE에서 제공하는 “AnalogRead” 함수

대역폭을 1.5 kHz로 한정하였을 때, 최대 주파수 정보를 얻기

를 이용하여 여러 채널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채널 읽기의 시작과

위한 샘플링 속도는 샘플링이론에 따라 최소 3 kHz보다는 빨라

완료 시 각각 디지털 출력단의 신호를 변화시켜 이때 발생하는

야 한다. 하지만, 선정된 데이터 처리장치에서 ADC는 시분할

펄스의 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Fig. 5는 분주비에

방식의 멀티플렉서(multiplexer)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 채널

따른 샘플링 주기와 샘플링속도를 나타내는데, 기본설정(512분주

의 개수를 늘릴 때 마다, 채널당 샘플링속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비)에서는 2.3 kHz의 샘플링 속도로 확인되었으며, 분주비를 32로

주어진 자원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측정하고자 하

설정하였을 때, 27 kHz의 샘플링 속도로 목표 샘플링 속도보다 높

는 센서의 값과 용도에 따라 데이터 수집 모드의 구분이 필요하

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분주비 32에서 최대 2채널까지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사용자가 샘플링속도와 측정하고

10 kHz의 샘플링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앨리어싱(aliasing)현상

자 하는 신호(채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앞서 설정에서와 같이 최대 채널은 1개로

샘플링속도는 50 Hz, 100 Hz, 500 Hz, 1 kHz, 5 kHz, 10 kHz

만 한정하였다.

로 응용분야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 kHz 이하의

2.2.2 무선 통신

샘플링속도에서는 최대 4채널까지 선택 가능하고, 5 kHz와 10
kHz의 샘플링속도에서는 각각 두 채널과 한 채널까지 선택 가능

본 연구에서의 무선통신은 데이터수집장치(MKR1000)에 장
착된 Wi-Fi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Wi-Fi 통신 모듈

하도록 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무선 전송을 위한 코드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

은 서버, 클라이언트, AP (access point)겸 서버로 설정될 수 있

는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를 이용하여 작

는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장치를 AP겸 서버로 설정하고,

성하였다. 아두이노 보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펌웨어가 기장

외부의 장치가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수집장치에 접속하는 방식

착되어 아두이노 IDE에서 미리 설정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동작

으로 설계하였다. 기본적으로 MKR1000에는 안테나가 인쇄회

상태로 쉽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

로기판 형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테나는 필요

로 컨트롤러의 최대 성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컨트롤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처리장치를 플라스틱 케이스 내에

러의 설정을 변경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아두이노 IDE내의 관

장착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송신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송수신

련 라이브러리 파일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

기 간의 거리에 따른 신호 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6은 거리에

된 MKR1000 보드는 48 MHz의 기준 클럭에 따라 동작하고,

따른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데, -80 dBm의 강도를 안정적인 통

ADC의 동작도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아두이노 IDE의 기

신을 위한 최저치로 볼 때, 제작된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처리장

본설정에서는 ADC의 동작은 기준 클럭에 512의 분주비를 적용

치를 중심으로 약 20 m의 반경 내에서 안정적인 통신이 이루어

한 클럭(93.75 kHz)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ADC 자체의 최대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 후 추가적인 안테나의 장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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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urrent consumption
Mode

MKR1000

ADXL354

Developed sys.

Standby

1.25 mA

21 uA

1.5 mA

Operating

120 mA

400 uA

126 mA

Fig. 7 Flow chart of the developed monitoring system (left:
sensor module, right: monitoring program)

Fig. 6 Signal strength with respect to distance

나 케이스 재료의 변경 등으로 통신거리를 연장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2.3 전원
개발된 장치의 전원은 배터리를 이용하거나 외부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 수집장치로 사용되는 MKR1000의
동작 기준 전압은 3.3 V이고, 센서 모듈의 동작전원은 2.25~3.6

Fig. 8 Screenshot of the condition monitoring program

V이기 때문에, 전원을 3.3 V로 단일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3. 상태 모니터링 프로그램

MKR1000의 전원단에는 3.3 V 정전압 레귤레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3.7 V 출력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5 V 전원

3.1 프로그램 구성

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태양광을 이

상태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구성은 센서 모듈의 동작 모드를 설정

용한 충전장치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자체 구동이 가능하며, 특

하는 설정부, 센서 모듈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데이터를 표시하

히 데이터 수집장치와 센서 모듈 모두가 절전 모드를 지원하기

는 데이터처리부, 획득된 데이터의 계산과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때문에 장치의 구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향후 태양광 충전 장치

대상의 상태를 판단하는 진단부로 나누어진다. 데이터처리장치와

를 활용한 시스템의 제작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개발 시스템의 소

상태모니터링 프로그램 간의 자세한 동작과 상호관계는 Fig. 7에

비전력을 측정하였다. Table 2에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소비전류

나타내었다. 상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LabVIEW를 이용하여 제

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측정한 전류를 정리하

작되었으며, Fig. 8에 동작화면을 나타내었다.

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제작된 시스템에 1200 mAh 용량의 배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2장에서 기술한 데이터 수집모드에 따라

터리를 적용하는 경우, 70%의 배터리 수명을 고려하여 연속 동작

샘플링속도와 채널 개수와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를 설정할 수 있

시 6.7시간 동작이 가능하고, 대기모드로는 560시간 동작이 가능

도록 하였고, 따라서, 최대 4개의 신호 즉, 3축 가속도 정보와 온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조량을 고려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획득된 신호는 기본적으로 시계열데이터

태양광 충전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대기모드와

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전 기계의 진동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동작모드를 주기적으로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동작시간을 연

사용되는 시계열 통계데이터인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비

장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대칭도(skewness), 첨도(kurtosis)가 확인이 가능하며, 주파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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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주파수 스펙트럼(frequency spectrum)도 확인이 가능하
다. 주파수 스펙트럼은 hanning window를 적용한 FFT를 통해
구해지며, 기본 5회 평균화가 수행된 후 결과가 표시되고, 그 후로
는 매회 평균이 완료될 때 마다 그래프가 업데이트된다.
그리고 모니터링 대상 시스템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KS규
격에서 제시한 회전속도 10~200 rev/s로 운전되는 기계의 진동평
가 방법도 프로그램내에 구현하였다[8]. KS 기준에 따른 진동평가
기준은 주파수영역에서의 주파수 성분 별 진폭의 크기를 고려하는
진동격렬도(OA)에 의해 결정되는데, 진동격렬도는 식 (1)을 통해
구해진다.

Fig. 9 Frequency spectrums of signals for each sampling rate






 

 

(1)

  
 


여기서, Ai는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각 주파수에서의 속도 크기를
나타내며, 이 값은 가속도 신호로 구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부터
각 주파수성분의 적분을 통해 구해진다. NBW는 사용된 윈도우의
노이즈 대역폭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hanning 윈도우에서는
1.5가 된다. 계산되는 진동격렬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속
도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평균화가 완료된
이후에 진동격렬도의 계산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Fig. 8에서와

Fig. 10 Frequency spectrums obtained by the developed system
and commercial system (Sampling rate: 500 Hz, rotating
speed: 550 rpm)

같이 표를 통해서 계산된 진동격렬도에 따른 기계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mV)과 센서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이론적 가속도 분해능

4. 실 험

(0.023 m/s2)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ADC 자체의 노이즈
영향보다는 주파수 변환시 주파수분해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파
악되며, 특히 얻어진 크기 값이 모두 이론치보다 작게 나타나는

우선 데이터 수집장치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센서

점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모듈을 부착하지 않고 함수발생기를 이용하여 각 샘플링속도에 따
른 나이퀴스트 주파수를 넘지 않는 주파수의 신호를 공급하여, 주

개발된 전체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전진동실험장치[9]를

파수 스펙트럼을 구하였다. 각 샘플링속도에서의 입력주파수는

대상으로 회전축 지지베어링에서의 진동을 측정하였다. 센서 모듈

Fig. 9의 상단에 기입하였으며, 입력 신호의 진폭은 200 mVp으로

은 베어링지지부의 상단에 수직방향으로 설치하여, z축 방향으로

하였으며, 오프셋은 ADC가 단극성이기 때문에 ADC 입력범위

의 가속도 신호만을 이용하였다. 가속도신호는 개발된 장치와 상

(3.3 V)의 절반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채널수는 각 샘플링속도

용 데이터수집 장치(USB4431, NI, 24 bit)에 병렬로 연결되어,

에서의 설정 가능한 최대수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진동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장치는 상태 모니터

9의 실험결과를 보면, 우선 앨리어싱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주파수

링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와는 각각 무선과 유선으로 연결되며, 데

스펙트럼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이터수집부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주파수 스펙트럼

얻어진 피크 주파수는 각 샘플링속도에서의 주파수분해능 이내의

코드를 적용하였다. Fig. 10은 두 장치로부터 얻은 주파수 스펙트

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각 입력 주파수에서의

럼을 나타내는데, 우선 상용 데이터수집 장치의 결과에서는 장치

2

크기는 센서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4.00 m/s 이 되어야 하지만,

자체가 진동전용 측정 장비로 분해능이나 동적성능 면에서 개발

2

얻어진 크기는 평균 3.65 m/s (표준편차: 0.23)로 나타나 0.35

장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낮은 바닥잡음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2

m/s 의 평균오차를 보였다. 이 오차는 사용된 ADC의 분해능(0.8

수 있고, 또한 구별이 가능한 여러 피크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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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데이터수집 장치는 1채널 수집시 최대 10 kHz, 4채널 수
집시 최대 1 kHz의 샘플링이 가능하고, 반경 20 m 내에서 Wi-Fi
통신으로 모니터링 장치로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였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표준편차, 비대칭도, 첨도, 주파수 스펙트럼을 계산하
고, 진동격렬도 계산을 통해 모니터링 대상의 상태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회전 진동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안정적
인 주파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자체내 AP를 구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프
Fig. 11 Overall velocity with respect to input voltage

라 구축 없이 회전기계의 상태기반 방식의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태양광과 같은 충전장치를 활용할 경우, 다양

있다. 반면, 개발시스템에서는 상용시스템에 비해 높은 바닥잡음과

한 형태의 구조물 상태 모니터링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주파수 스펙트럼에서의 잡음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상태 진단을 위한 알고리즘이

다. 그러나 상용시스템의 결과에서 제작된 시스템의 바닥잡음 보

하나만 구현되었지만, 다양한 형태의 진단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해

다 높은 크기를 가지는 피크들은 동일한 주파수에서 확인됨을 볼

더욱 정확한 진단과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때, 제작된 시스템에서 바닥잡음 이상의 진동에 대해서는 분석이

기대된다.

제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ADC의 비트수에 따른 분해
능 및 양자화 오차, 총 고조파 왜곡률(total harmonic distortion),

후기

기준 클럭의 지터(jitter) 등이 바닥잡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임
을 고려할 때[10~12], MKR1000의 ADC (12 bit)를 대신하여, 더욱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높은 분해능의 ADC (ADS1256, Texas instrument, 24 bit)를 사
용하면, 시계열 데이터의 품질 뿐만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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