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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o 모터 드라이버 및 컨트롤러의 데미지 발생, 모터의 이상을 사전에 발견하여 Main PCBA 및 컨트롤 칩 

등에 데미지를 피하고자 함

o 즉, 모터 Driver가 손상되기 전에 미리 고장진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모터 내부에서 센트 저항을 이용하여 설정된 과전류 Peak 레벨 초과될 경우 순간 기동 정지를 하던 기존의 방법

과 달리 모터 Driver가 손상되기 전에 미리 고장을 진단

o 모터 DC 입력단 전류 정보만을 활용하여 모터 고장 진단

□ 주요내용

o 비반전 증폭기를 사용해 데이터의 크기를 증폭

[그림 1] 비반전 증폭기를 사용한 전압 증폭

o LPF를 사용해 입력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

[그림 2] LPF를 통해 노이즈가 제거된 전압

o Bi-LSTM을 사용해 정상 모터의 데이터만을 입력으로 받으며, 3,000 시퀸스 이후의 데이터를 예측

→ Bi-LSTM모델을 사용해 정상 데이터에서의 A패턴을 입력하면 B패턴을 예측하도록 학습



o 이후의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진행됨

o Training Step에서의 예측 결과 및 3,000 시퀀스 이후의 실제 값을 비교해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한 후, 계산

된 Mean Square Error의 가우시안 분포 정확도 95% 신뢰구간 을 출력

o 검증을 위해 정상 데이터만 포함된 검증 데이터 과 이상 데이터가 포함된 검증 데이터  에

서의 Mean Square Error 가우시안 분포 , 를 출력

o Mean Square Error 가우시안 분포 , 에서의 정확도 95% 신뢰 구간 ,  출력

o , 이 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상으로 판단, 포함될 경우 정상 데이터로 판단

주요실적 / 구현결과

□ 구현결과

o 정상과 이상데이터의 가우시안 분포 및 이상탐지 구현

o 정상 모터의 데이터만이 포함된 Train Data을 Bi-LSTM

에 입력하여 예측데이터(빨간색)을 출력해 낼 수 있었
 



으며 실제 데이터(초록색)과의 비슷한 분포를 가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o 위에서 Bi-LSTM의 출력인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MSE를 계산해 MSE의 가우시안 분포 를 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o 검증을 위해 정상 모터의 데이터만이 포함된 데이터 

셋 를 입력하여 예측 데이터(빨간색)를 출

력해 낼 수 있으며 예측 데이터가 출력 데이터(초록

색)와 비슷한 분포를 가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음

o 정상 검증 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분포 과 

를 비교한 그림

→ 의 정확도 95% 신뢰구간(빨간색)이 의 정

확도 95% 신뢰구간(파란색) 안에 포함

o 또한 검증을 위해 고장난 모터의 데이터만이 포함된 

데이터 셋 을 입력하여 예측 데이터(초록

색)를 출력해 낼 수 있으며 예측 데이터가 출력 데이

터(빨간색)와 비슷한 분포를 가지지 않음을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음

o 이상 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분포 과 를 

비교한 그림

→ 의 정확도 95% 신뢰구간(검은색)이 의 

정확도 95% 신뢰구간(파란색) 안에 포함되지 않음 

→ 이상 데이터 탐지

□ 주요실적

o Bi-LSTM를 통해 이상탐지가 가능함을 정상 데이터의 

MSE 가우시안 분포와 입력되는 검증 데이터들의 MSE 

가우시안 분포의 비교를 통해 검증

o 모터를 분해하지 않고 DC Link단에서 출력되는 DC 전

압만을 가지고 이상 데이터 탐지가 가능함을 검증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모터의 내부가 아닌 외부 DC Link단 입력전류를 통하여 모터의 동작 상태 및 열화 판단

o 외부에 전압측정센서 하나만 추가함으로 더 수월한 모터 이상탐지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