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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변환과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전기차 핵심부품 상태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이 종 규

울산대학교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요 약
최근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강

화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부

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진단하기 위한 기술력이 요구된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회전기계

와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 기반 방법이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 자동으로 상태를 예측한다는 장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기계 결함 진단 및 배터리의 SOH를 추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속 웨이블릿 변환, 이산 웨이블릿 변환 및 통

계 파라미터를 통해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특징점을

신경망 모델 모델에 적용하여 비교하여 응용 대상별 최적화 기법을 제시

하였다.

주요어 : 리튬이온배터리(lithium-ion battery), 베어링 고장 진단(bearing

fault diagnosis), SOH 추정(Estimation SOH), 연속 웨이블릿 변환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

회귀(regression), 분류(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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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법

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화석 연료 자동차에 비해 전기자동차가 발전하고 있는 추세

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의 전장 부품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구성

부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차량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정

확히 진단하기 위한 기술력이 요구된다[1-2].

전기자동차의 회전기계 부품 중 하나인 베어링은 전기자동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회전기계의 부품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을 진단할 수 있

는 대응책이 요구되는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회전기계에서 고장의 45~55%는 베어

링에서 결함이 발생된다[3]. 이러한 회전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검지하기 위해 회전

기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손실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4-6].

또한 전기자동차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리튬 이온 배터리는 높은 전력 및

에너지 밀도, 낮은 유지보수 비용과 긴 수명 및 낮은 자체 방전율로 인해 재생 가

능 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의 핵심 미래형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 하고 수명주기를 연장하며 유지보수 지용을 줄이려

면, SOC(State Of Charge), SOH(State Of Heal) 등과 같은 배터리의 내부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중요하다[7-16]. SOH는 배터리 수명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이며,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명 저하 메커

니즘은 충전 및 방전 속도, 저장 온도 및 사용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 과

정이다. SOC와 SOH를 추정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SOH를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어렵다[17].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 배터리의 성능 저하로 인해 배터리의 용량

및 내부 저항이 변경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전기계 결함과 배터리의 상태를 사전

에 감시하기 위해 모니터링 하는 것은 손실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회전기계의 상태 진단과 배터리의 SOH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

이 제안되었다. 주로 직접 측정 방법, 모델 기반 분석 방법, 그리고 데이터 기반 분

석 방법이 제안되었다. 직접 측정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가능하며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정 정확도는 신호 측정 기술에 의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게

다가 이 방법은 온라인 추정 기법에만 적용할 수 없다[18]. 모델 기반 방법은 회전

기계 혹은 배터리 모델을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19-24]. 모델 기반 방법은 least squares 방법 또는 observer method 방법으로 모

델의 매개 변수로 모델링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추정 정확도와 계산 복잡성 사이

에서 균형을 갖춘 모델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

기반 방법은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추출한 다음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 상태를 추정

하는 방법이다. 데이터 기반 방법은 측정된 신호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

다는 장점이 있다[25]. 데이터 기반 방법은 특성 데이터에서 성능 저하 원인과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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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는 데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를 추출한 다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핵

심부품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3 단계로 구분되며, 특징

점 추출(feature extraction), 모델 학습(training model), 회귀 또는 분류(regression

or classification)로 구분된다[26-29]. 최근 머신 러닝을 통한 핵심부품의 상태 예측

은 SVM(Support Vector Machine) 방법과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방법을

통해 핵심부품의 상태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30-31].

본 논문은 회전기계의 결함을 진단하고 배터리의 SOH 추정하기 위해 데이터 기

반 방법을 활용하여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 및 배터리 SOH를 추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회전기계의 결함을 진단의 경우 인위적으로 화이트 가우시안 노

이즈를 추가하여 모델에 대한 노이즈 강인성을 비교하여 웨이블릿 및 신경망 모델

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한 웨이블릿 변환과 신경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

으로 신경망 기반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4장에서는 3장에서 설계된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

경망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상용프로그램인 Matlab을 이용하여 데이

터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신경망을 구성하여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과 배터리

SOH 추정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 얻은 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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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이론 및 내용

2.1.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

신경망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필

터와 신호 분해를 사용하는 것이다[32-34]. 신호에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가장 대표

적인 방법은 IMF(Intrinsic Mode Function)를 사용하여 신호를 분해하는 방법인

EMD(Empirical Mode Decomposition) 기법과 웨이블릿 함수를 활용하여 신호를 분

석하는 웨이블릿 변환 기법이 있다.

EMD란 IMF를 활용하여 신호를 여러 개의 sub-band로 분해한 다음, 분해된

sub-band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회전기계의 결함을 검지하는 방법이다[35].

EMD 기법은 일반적으로 신호의 특징점을 추출할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36]. 하

지만 IMF로 분해된 sub-band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직교하지 않아 sub-band 신호

들을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37].

웨이블릿 변환 기법은 진동 신호에 웨이블릿 함수를 적용하여 sub-band로 분해

한 후, 분해된 sub-band에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이다[38]. 웨이블릿 함수는 주

기와 진폭을 조절하여 신호에서 특징점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고 신호에 포함된 노

이즈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 웨이블릿 변환 기법은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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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연속 웨이블릿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 방법은 고정된 분해능으로 비주기적 신호의 특

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과 달리 유동적인 분해능

을 가진 wavelet function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9-40].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은 mother wavelet인 을 활용

하는데, 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식 (1)은 wavelet 함수를 시간 축으로 만큼 이동하고, s 만큼 scale을 조절하여

신호를 분해한다. mother wavelet이 주어지면 신호 의 CWT(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은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

 ∞




 

 
 (2)

식 (2)에서 얻은 계수 wavelet coefficient는 f(t)와 의 유사도를 나타낸다. 웨

이블릿 변환이 의 시간 영역을 분해하여 신호만을 생성하지만 pseudo-frequencies

에 의해 시간-주파수 영역을 얻을 수 있다.  는 웨이블릿 함수를 내적한 것이

다. 웨이블릿 함수는 주기가 다른 함수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다해상도 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scale 과 pseudo-frequencies의 관계는 웨이블릿 함수의 중심, scale의 성

능 및 샘플링 주기에 따라 달라지고, 주어진 scale에서 웨이블릿 함수의 스펙트럼을

최대화 한다. 이러한 매개 변수의 연관성은 식 (3)과 같다.

 ∙∆
 (3)

식 (3)에서 는 중심 주파수, ∆는 샘플링 주기, 는 pseudo-frequency의 결과

를 나타낸다. 전체 신호의 합석은 식 (4)애 의해 정의된 ICWT(Inverse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신호의 합성이 이루어지며 식 (4)는 다

음과 같다.

  

 
 ∞

 ∞


 ∞

 ∞

 



(4)

는 mother wavelet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 얻을 수 있는 허용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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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연속 웨이블릿 변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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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연속 웨이블릿 변환에서 s 와 는 양의 실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신호

에 대한 웨이블릿 변환의 결과 값은 중복성이 높아 연산과정이 늘어난다는 단

점이 있다. 연산 과정을 줄이기 위해 이분 구간으로 샘플링(dynamic sampling)을

하는데, 식 (5)와 같이 정의한다.

    ∈ (5)

     ∈  (6)

변화된 파라미터에 의해 이산 웨이블릿 변환(DWT: Discrete Wavelet Transform)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본래의 연속 웨이블릿 변환은 discrete wavelet function과

the scaling function이 된다.

    
 



   (8)

    
 



   (9)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신호 분석 시 신호의 wavelet coefficient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0)

 
  (11)

(10)과 (11) 식을 통해 신호가 approximations과 details로 분해된 것을 알 수 있

다. discrete wavelet 함수와 scaling 함수는 저주파 필터와 고주파 필터로 작용한

다. [Fig. 1]과 같이 approximations 은 저주파 분해능을 가지고, details는 고주파

분해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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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이산 웨이블릿 변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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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계학습에서 인공 신경망은 생물학적인 뉴런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사한 것이

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입력 층(input layer), 은닉 층(hidden layer), 출력 층

(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층은 여러 개의 node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node의 가중치와 입력된 값을 계산하여 출력 값을 나타내고, (12)과 같이 표현된다.

  
  



  (12)

는 출력 값, 는 가중치, 는 입력값, 는 bias, 는 node의 개수를 나타낸다.

(12)에서 계산된 최종 값은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의 입력에 들어가게 되

는데,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분류(classification) 및 회귀(regression)에 이용된다. 활

성화 함수를 적용한 식은 (13)와 같다.

  (13)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후, 인공신경망이 정확히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측한

값과 실제 결과 값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14)와 같다.

     (14)

은 실제 값이고, 는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결과 값이다. 위 두 가지 값

을 비교하여 error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신경망이 학습된다.

[Fig. 3]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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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합성곱 신경망은 뇌의 시작 피질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영감을

얻었다[41]. 합성곱 신경망은 [Fig. 3]과 같이 일반적으로 convolutional layer,

pooling layer, fully-connected layer로 구성된다.

2.3.1. convolutional layer

convolutional layer의 주된 기능은 입력에 대한 필터의 convolutional 연산을 통해

feature map을 얻는 역할을 한다. convolutional layer는 일반적으로 학습 가능한

kernel과 bias로 구성된다. kernel의 크기는 필터의 크기에 해당하고 kernel의 깊이

는 feature map의 채널 개수에 해당한다. convolutional layer의 입력은 가중치와 인

지 영역의 내적을 통해 계산하여 얻을 수 있고 식 (1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5)

식 (15)에서  
는 convolutional layer의 에서 번 째 채널의 convolutional 값

을 나타내고   
는 pooling layer  의 번 째 출력,  

 는 convolutional layer의

 kernel, 
는 convolutional layer 에서 번 째 채널의 bias, *는 convolutional 연

산을 나타낸다.

convolutional 연산이 완료된 후 활성화 함수에 따라 convolutional layer 값이 계

산된다. 활성화 함수 중 하나인 ReLU(Rectified Linear Unit)는 패턴 인식에 주로

사용되는데, 수렴을 가속화하고,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능이 우

수하다. 따라서 활성화 함수 ReLU는 convolutional layer의 활성화 함수로 주로 사용

되며, convolutional layer 의 출력은 식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16)

 
는 convolutional layer 층  채널의 출력을 나타내고  ∙는 활성화 함수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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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연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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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pooling layer

convolutional layer 연산 후 pooling layer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feature를 추출

하기 위해 사용된다. pooling layer는 이전 layer의 출력의 차원의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한다. 따라서 pooling layer의 핵심은 데이터의 부피를 줄여 컴퓨터의 연산을 줄

이는 것이다. pooling layer의 유형은 max pooling, average pooling, logarithmic

pooling, weight pooling 등이 있다.

그 중에서 max pooling은 일반적으로 수렴 속도를 높이고 generalization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ax pooling 함수는 식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 

  (17)

 는 특정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pooling layer의 필터를 나타내고, 는

pooling layer의 차원에 해당한다.  
는 convolutional layer 안의  채널의 출력

을 나타내고, ∩는 pooling layer와 채널 출력 사이의 overlap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CNN 모델에는 여러 개의 convolutional layer와 pooling layer가 포함

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특징점을 추출한다. 그 다음 추출된 특징점을 벡터로 변환

후, fully-connected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fully-connected layer의 주요 기능은

feature를 추가적으로 추출하고 분류 모델의 경우 softmax classifier와 연결하고 회

귀 모델의 경우 regression와 연결하는 것이다. fully-connected layer는 일반적으로

2~3개의 hidden layer로 구성되며 hidden layer의 모든 뉴런은 식(18)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8)

는 fully-connected layer의 가중치 행렬을 나타내고, 는 bias,  ∙는

fully-connected 함수의 활성화 함수를 나타낸다.

[Fig. 5] max pooling layer 연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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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정된 시간 동안 미래 데이터를 예측

할 수 있는 신경망이다. 한 방향으로만 연산되는 인공신경망과 달리 순환 신경망은

현재 시간 단계에서 입력된 값과 이전 시간 단계에서 출력된 값이 순환 신경망의

cell 에 입력되므로 이전 상태가 현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순환신경

망의 식은 (19)와 같이 구성된다.

  tanh      (19)

(19)의 식에서 는 weight, 는 bias, 와   는 현재 시점의 hidden state와

이전 시점의 hidden state를 각각 나타낸다. 순환 신경망은 인공신경망과 유사한 연

산을 수행하며, 입력 시퀀스 값의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 bias 및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 순환 신경망의 뉴런은   과 를 결합하고 가중치를 곱한 다음 bias를

추가한다. 그 다음 를 반환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통과하는 단일 하이퍼볼

릭 탄젠트 함수를 가진다.

[Fig. 6] RNN(Recurrent Neural Network)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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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장단기 메모리(Long-Short Term Memory)

순환 신경망은 최근 정보를 다시 수집할 수 있지만 입력이 긴 시퀀스에 대해 기

억하는 메모리가 짧아져 gradient 소실 및 폭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LSTM(Long-Short Term Memory) 셀을 사용한다. LSTM은

gradient 소실 및 폭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42]. LSTM 셀의 메모리

는 셀 상태에서 입력에서 출력으로 저장되고 변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Fig. 7]과

같이 LSTM은 forget gate, output gate, input gate와 update gate로 구성된다.

forget gate에서는 이전 메모리 단위에서 무엇을 잊을지 결정하고, input gate에서는

입력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output gate에서는 새로운 장기간 메모리를 생성한다.

이러한 LSTM의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주어진 특정 단계에서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입력 시퀀스 값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장기 기억, 새로운 단기 기억을 생성하

여 서로 상호작용한다. input gate는 어떤 정보가 셀로 전송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input gate의 수학적 식은 (20)과 같다.

       (20)

식 (20)에서 연산자 *는 벡터의 요소 별 곱셈을 나타낸다. 이전 메모리에서 무시

할 정보는 식(21)와 같이 forget gate의 수학적 식으로 정의된다.

        (21)

셀의 상태는 update gate에 의해 업데이트되며, 식 (22)과 (23)와 같이 수학적 식

으로 정의된다.

 tanh       (22)

      
 (23)

이전 step의 hidden layer는 다음과 같이 출력을 업데이트 하는 output gate에 의

해 업데이트 된다.

         (24)

  tanh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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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STM(Long Short Term Memory)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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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

일반적으로 신경망의 구조가 깊어짐에 따라 feature의 분포가 달라지고 전체 분포

가 점차 비선형 함수 값 구간의 양 끝에 접근한다. 이러한 현상은 gradient

diffusion 이라 부르며 모델의 수렴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Google DeepMind 팀에서 배치 정규화 기술을 제안하였다[43]. 배치정

규화 기술의 핵심은 특정 정규화 방법을 통해 모든 뉴런의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로 되돌리는 것이다. 배치 정규화는 거의 모든 신경망을 re-parameterize 할 수 있

으며 모든 hidden layer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경망을 최적화 시

키는 배치정규화는 더 빠른 수렴과 빠른 학습시간, 더 높은 학습률을 허용하는 능

력, 더 쉬운 weights initialization 과 같이 신경망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정규화는 각각의 scalar feature를 평균 0과 단위 분산으로 만들어 식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

하지만 식 (26)을 사용하여 특정 계측의 feature를 직접 정규화하게 되면 학습된

feature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망의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는 정규화된 값의 scaling 및 shifting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조정 파라미터 값과 와 를 기반으로 수정된다. 이 과정은 식 (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7)

와 는 기존의 신경망의 특성 분포를 복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

터이다.   와     을 설정하여 기존의 특성을 복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 중에 특성 값이 안정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두 번째로 학습 중에 미니배치 기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니배치에서 B 값을 소

유하는 특정 는    이고 해당 변환은 이다. 따라서 미니배치 기법

   → 는 식(28), (29), (30), (3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8)

   


  



   
 (29)

        (30)

  (31)

여기서 은 상수이며 정의되지 않은 gradient 값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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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배치정규화



- 21 -

3. 신경망 모델 학습

3.1. 회전기계 결함 진단 모델 학습 과정

3.1.1. CWT와 CNN을 활용한 결함 진단 모델 구성

[Fig. 9]와 같이 진동 신호를 이용한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 과정을 나타내었다. 회

전기계의 진동 신호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웨이블릿 함수인 bump wavelet 함

수를 활용하여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진행하였다. 연속 웨이블릿 변환 시, 1-D 진동

신호는 2-D image 데이터로 변환되고, CNN 모델은 주로 2-D image 데이터를 입

력 값으로 받는 2-D convolutional filter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는 2-D convolutional filter를 사용하여 CNN 모델을 구성하였고, 연속 웨이블릿 변

환을 통해 생성된 2-D image 값을 이용하여 CNN 모델을 학습시켜 회전기계의 결

함을 진단하였다.

[Fig. 9] CWT와 CNN을 활용한 결함 진단 과정

회전기계의 결함을 분류하기 위한 합성곱 신경망의 첫 번째 layer는 3x3 kern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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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두 번째 layer는 3x3 kernel 16개, 세 번째 kernel는 32 개로 합성곱 신경망을

구성하였다. 또한 fully-connected layer를 통해 추가적인 특징점을 추출하고

softmax classifier를 사용하여 회전기계의 결함을 분류하였다. 또한 각각의 층에서

convolutional 연산이 끝난 후, gradient 소실 및 폭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배치

정규화와 연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pooling layer의 일종인 max pooling을 적용

하였다. 또한 모델이 overfitting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롭아웃을 적용하였다

[44].

 = input layer,  = convolutional layer,  = pooling layer,  =

fully-connected layer,  = output layer

layer kernel size kernel number
 - -
 3 x 3 8
 2 x 2 -
 3 x 3 16
 2 x 2 -
 3 x 3 32
 2 x 2 -
 - 1
 - -

[Table 1] 결함 진단 합성곱 신경망 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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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DWT와 LSTM을 활용한 결함 진단 모델 구성

[Fig. 10]과 같이 진동 신호를 이용한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 과정을 나타내었다.

회전기계의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하였다. 회전기계의

진동 신호에 대해 이산 웨이블릿 함수 중 하나인 Daubechies wavelet 10을 적용하

여 approximation level 1 신호를 추출하였다. LSTM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추출된 시

계열 데이터 approximation level 1 신호를 통해 LSTM 모델을 학습시켜 회전기계

의 결함을 진단하였다.

[Fig. 10] DWT와 LSTM을 활용한 결함 진단 과정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추출된 신호는 그대로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에 사용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산 웨이블릿 변환된 진동 신호에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이 요구되는데, 진동 신호에서 회전기계의 결함을 진단하는 가장 좋

은 방법 중 하나는 진동 신호의 통계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

시한 통계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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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33)

 



  



  (34)

  max (35)

  


  




 (36)

  


  





  (37)

회전기계의 결함을 진단하기 위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input layer의 node 개

수는 총 6개(rms, entropy, peak, variance, kurtosis, skewness)로 구성하였고 신경

망 내의 셀은 총 125개로 구성하였다.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셀의 state 활성화 함

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로 구성하였고, gate 함수는 sigmoid 함수로 구성하였

다. 또한 해당 모델이 4가지의 결함 상태를 구분해야하므로 output layer의 node 개

수는 4개로 설정하였다.

layer number
 6
 125
 1
 4

[Table 2] 결함 진단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 구성

 = Input layer,  = lstm layer,  = fully-connected layer,  = outpu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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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터리 SOH 추정 모델 학습 과정

3.2.1. CWT와 CNN을 활용한 배터리 SOH 추정 모델 구성

[Fig. 11]와 같이 배터리의 방전 신호를 활용한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추정 과정을

나타내었다. 리튬 이온배터리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bump wavelet 함수를

활용하여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진행하였다. 연속 웨이블릿 변환 시 리튬 이온 배

터리의 1-D 신호는 2-D image 데이터로 변환된다. 또한 CNN 모델은 주로 2-D

image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받는 2-D convolutional layer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

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2-D convolutional layer를 사용하여 CNN 모델을 구성하였

고,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생성된 2-D image 값을 이용하여 CNN 모델을 학

습시켜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를 추정하였다.

[Fig. 11] CWT와 CNN을 활용한 SOH 추정 과정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를 추정하기 위한 합성곱 신경망의 첫 번째 layer는 3x3

kernel 8개, 두 번째 layer는 3x3 kernel 16개, 세 번째, 네 번째 kernel은 16개로 각



- 26 -

각 합성곱 신경망을 구성하였다. 또한 fully-connected layer를 통해 추가적인

feature를 추출하고 regression layer를 통해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정보를 추정

하였다. 또한 각각의 층에서 convolutional 연산이 끝난 후, gradient 소실 및 폭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배치 정규화와 연산 속도 개선을 위해 pooling layer의 일종

인 max pooling을 적용하였다. 또한 모델이 overfitting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롭아웃을 적용하였다[44].

 = input layer,  = convolutional layer,  = maxpooling layer,  =

fully-connected layer,  = output layer

layer kernel size kernel number
 N/A -
 3 x 3 8
 2 x 2 -
 3 x 3 16
 2 x 2 -
 3 x 3 16
 2 x 2 -
 3 x 3 16
 2 x 2 -
 N/A 1
 N/A -

[Table 3] SOH 추정 합성곱 신경망 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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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DWT와 LSTM을 활용한 배터리 SOH 추정 모델 구성

[Fig.12] 과 같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SOH 진단

과정을 나타내었다. 실제 배터리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이산 웨이블

릿 함수 중 하나인 Daubechies wavelet 10을 적용하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이 적용

된 approximation level 1 신호를 추출하였고 LSTM 모델의 입력 값은 시계열 데이

터가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추출된

시계열 데이터 approximation level 1 신호를 통해 LSTM 모델을 학습시켜 리튬 이

온 배터리의 SOH를 추정하였다.

[Fig, 12] DWT와 LSTM을 활용한 SOH 추정 과정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를 추정하기 위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셀은 총 125

개로 구성하였다.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셀의 state 활성화 함수는 하이퍼볼릭 탄젠

트로 구성하였고, gate 활성화 함수는 sigmoid 함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fully-connected layer를 통해 추가적인 feature를 추출하고 regression layer를 통해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정보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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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number
 2
 125
 1
 1

[Table 4] SOH 추정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 구성

 = Input layer,  = LSTM layer,  = Fully-connected layer,  = Outpu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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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구성 및 학습 방법

4.1. 회전기계 데이터

4.1.1. 회전 기계 데이터 구성

본 연구에서는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Data set 구

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회전기계 결함 진단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

로 활용하고 있는 Th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Bearing Fault database

를 활용하였다[45].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

에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Fig. 13]와 같이 테스트 벤치 좌측에

모터 중앙부에 torque transducer / encoder 우측에 dynamometer로 구성되어 있다.

신호는 진동 신호이며 초당 48,000 개의 sample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정상 데이터

1024 회전, 볼 결함 데이터 1024 회전, 내륜 결함 데이터 1024 회전, 외륜 결함 데

이터 1024개로 총 4096 회전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또한 crack의 정도는 0.007,

0.014, 0.021 inch, 부하의 단계는 0HP, 1HP, 2HP, 3HP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0.007inch의 crack을 가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부하의 정도에 따라

Case1(=0HP), Case2(=1HP), Case3(=2HP), Case4(3HP)로 데이터 셋을 분류하였다.

[Fig. 13] 회전기계 테스트벤치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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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회전기계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구성된 각각의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합성곱 신경망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신경망 학습 시, adam optimizer를 통해 신경망의 최적

화를 진행하였고, softmax 함수를 활용하여 회전기계의 결함을 분류하였다. 또한 신

경망 모델의 학습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Case 데이터 셋 중 80%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train set으로 구성하였고, 20%는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test

set으로 구성하였다.

[Fig. 14] 분류 신경망 학습 과정 - CWT + CNN

[Fig. 15] 분류 신경망 학습 과정 - DWT +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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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리튬 이온 배터리 데이터

4.2.1. 리튬 이온 배터리 데이터 구성

본 연구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추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데이

터 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NASA Ames Prognostics Center of Excellence

에서 측정한 randomized battery usage dataset을 활용하였다[46]. 이 데이터를 활

용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고, 다른

학습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2.10 Ah,

4.2V로 수행되었고, 해당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은 Table.1 과 같다. 28 개의 배

터리 cell을 7 그룹으로 나누고 무작위 50 번 주기 혹은 5일 마다 주기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셀 충전 및 방전을 진행하여 cell의 전압, 전류, 온도 용량 등을 기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RW9, RW10, RW11, RW12 총 4개의 cell의 방전

곡선을 활용하였고 SOH에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방전 곡선 310 cycle를 통해 전압,

온도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압 데이터와 온도 데이터는 웨이

블릿 변환을 통해 특징점을 추출하고 신경망 모델을 학습 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battery properties 18650 LIBs
manufacture LG Chem
chemistry 18650 lithium cobalt oxide vs. graphite

nominal capacity 2.10 Ah
capacity range 2.10 Ah ~ 0.80 Ah
voltage range 4.2V ~ 3.2V

[Table 5] 리튬 이온 배터리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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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리튬 이온 배터리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구성된 리튬 이온 배터리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합성곱 신경망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신경망 학습 시 adam optimizer를 통해 신경

망의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추정을 위하여 regression 함

수를 활성화 함수로 활용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를 추정하였다. 또한 신경망

모델의 학습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리튬 이온 배터리 데이터 셋 중 80%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train set으로 구성하였고, 20%는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test

set으로 구성하였다.

[Fig. 17] SOH 추정 신경망 학습 과정 - DWT + LSTM

[Fig. 16] SOH 추정 신경망 학습 과정 - CWT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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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뮬레이션 검증

[Fig. 18]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특징점 추출을 위해 Matlab/Simulink의 Wavelet Toolbox를 사용하였고, 인공신경

망, 합성곱 신경망,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등의 모델 구현을 위해 Matlab/Simulink

의 Deep Learning Toolbox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 후 제안한 회전기계 결

함 진단 모델 및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모델 시스템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실시하였다.

[Fig. 18]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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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회전기계 결함 진단 시뮬레이션

5.1.1. Case1에서의 모델 성능 비교

[Fig. 19]와 같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회전기계 결함 진단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

해 SNR(Signal Noise Ratio) level 별로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Case1(=0HP) dataset에서 SNR level이 1dB 일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

성곱 신경망 모델의 정확도는 90.25%,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

의 정확도는 79.06%로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하였

다. 또한 noise의 비율을 감소시켰을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 모델은

SNR가 8dB에 정확도가 100%로 수렴한 반면,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

망 모델은 SNR level이 18dB이 되었을 때 정확도가 100%로 수렴하였다. 두 모델 간 성

능 차이의 원인은 이산 웨이블릿 변환 후, 통계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진동 데이

터에 대한 loss 가 발생된 채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학습

이 진행되는 반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의 경우 따로 통계 파라미터를 추출할 필요 없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 후 생성된 image 값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이 이산 웨

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였다.

[Fig. 19] Case1(=0HP)에서의 결함 진단 모델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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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Case2에서의 모델 성능 비교

[Fig. 20]과 같이 Case2(=1HP) dataset에서 SNR level이 1dB 일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정확도는 86.12%,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모델의 정확도는 73.08%로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 모델

의 성능이 더 우수하였다. 또 noise의 비율을 감소 시켰을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

성곱 신경망 모델은 SNR level이 10dB에서 정확도 100%로 수렴한 반면,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은 SNR level 이 16dB가 되었을 때 정확도가 100%로

수렴하였다. 두 모델 간 성능 차이의 원인은 이산 웨이블릿 변환 후, 통계 파라미터를 추

출하는 과정에서 진동 데이터에 대한 loss 가 발생된 채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학습이 진행되는 반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의 경우 따로 통계 파라

미터를 추출할 필요 없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 후 생성된 image 값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

여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

을 활용한 모델이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보다 성능

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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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ase2(=1HP)에서의 회전기계 결함 진단 모델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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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Case3에서의 모델 성능 비교

[Fig. 21]과 같이 Case3(=2HP) dataset에서 SNR level이 1dB 일 때, 연속 웨이블릿 변

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정확도는 86.81%,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

리 신경망 모델의 정확도는 75.26%로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성능

이 더 우수하였다. 또 noise 비율을 감소 시켰을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

망 모델은 SNR level이 8dB에서 정확도 100%로 수렴한 반면,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은 SNR level이 13dB가 되었을 때, 정확도 100%로 수렴하였다. 두

모델 간 성능 차이의 원인은 이산 웨이블릿 변환 후, 통계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진동 데이터에 대한 loss 가 발생된 채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입력 값으로 사용

하여 학습이 진행되는 반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의 경우 따로 통계 파라미터를 추출할 필

요 없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 후 생성된 image 값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이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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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ase3(=2HP)에서의 회전기계 결함 진단 모델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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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Case4에서의 모델 성능 비교

[Fig. 22]와 같이 Case3(=3HP) dataset에서 SNR level이 1dB일 때, 연속 웨이블릿 변

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정확도는 83.37%,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

리 신경망 모델의 정확도는 74.54%로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성능

이 더 우수하였다. 또 Noise 비율을 감소 시켰을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

망 모델은 SNR level이 8dB에서 정확도가 100%로 수렴한 반면,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은 SNR level이 20dB가 되었을 때도 정확도가 97.37%로 성능이

떨어졌다. 두 모델 간 성능 차이의 원인은 이산 웨이블릿 변환 후, 통계 파라미터를 추출

하는 과정에서 진동 데이터에 대한 loss 가 발생된 채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입

력 값으로 사용하여 학습이 진행되는 반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의 경우 따로 통계 파라미

터를 추출할 필요 없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 후 생성된 image 값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이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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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ase4(=3HP)에서의 회전기계 결함 진단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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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시뮬레이션

5.2.1. 전압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성능 비교

[Table 6]과 같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추정 성능을 비

교하기 위해 추정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정확도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 (38)

식 (38)에서 n는 Test data의 개수, MSE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을 뺀 값

에서 mean-square-error 값을 나타낸 것이다.

전압 데이터만 활용하여 각각의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

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정확도는 96.82%, 이산 웨이

블릿 변환을 활용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정확도

는 97.10%로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보다 이산 웨이블릿 변

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두 모델

간 성능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회전기계의 데이터 결함 진단과 달리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를 추정할 때에는 통계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된 값을 그대

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입력 값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은 시간에 대한 전압과 온도 변화의 상관관계를 고려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반면, 합성곱 신경망 모델은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생성된

image 값을 통해 학습을 진행할 때 전압과 온도 변화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

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이 리튬 이온 배터

리에 대한 SOH 추정 성능이 우수하였다.

dataset method accuracy[%]

voltage dataset
CWT + CNN 96.82%
DWT + LSTM 97.10%

[Table 6] 배터리 SOH 추정 성능 비교 -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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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온도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성능 비교

[Table 7]과 같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

을 활용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추정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정확도는 식(38)을 활용하였다.

온도 데이터만 활용하여 각각의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정확도는 91.42%로 전압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보다 성능이 감소하였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장단기 메모리 신

경망 모델의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정확도는 96.45%로 전압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보다 성능이 감소하였으나, 연속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과 비교해보았

을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보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

용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두 모델 간 성능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회전기계의 데이터 결함 진단과 달리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를

추정할 때에는 통계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된 값을 그대로 장단

기 메모리 신경망의 입력 값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은 시간에 대한 전압과 온도 변화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반면, 합성곱 신경망 모델은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생성된 image

값을 통해 학습을 진행할 때 전압과 온도 변화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이 리튬 이온 배터리

에 대한 SOH 추정 성능이 우수하였다.

dataset method accuracy[%]

temperature dataset
CWT + CNN 91.42%
DWT + LSTM 96.45%

[Table 7] 배터리 SOH 추정 성능 비교 - 온도



- 40 -

5.2.3. 전압+온도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성능 비교

[Table 8]와 같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

을 활용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추정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정확도는 식(38)을 활용하였다.

전압 데이터와 온도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각각의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연속웨이

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정확도는

96.17%로 기존 전압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을 때 보다 성능이 감소하였다. 반면 이산 웨이

블릿 변환을 활용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리튬 이온 배터리 SOH 추정 정확도는

98.37%로 전압 데이터만 활용하였을 때 보다 성능이 향상되었다. 두 모델 간 성능 차이

가 발생한 원인은 회전기계의 데이터 결함 진단과 달리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를 추

정할 때에는 통계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된 값을 그대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입력 값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은 시간에 대한 전압과 온도 변화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학

습을 진행하는 반면, 합성곱 신경망 모델은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생성된 image 값

을 통해 학습을 진행할 때 전압과 온도 변화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습을 진

행하기 때문에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SOH 추정 성능이 우수하였다.

dataset method accuracy(%)
voltage + temperature

dataset

CWT + CNN 96.17%

DWT + LSTM 98.37%

[Table 8] 배터리 SOH 추정 성능 비교 - 전압 +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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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전 처리를 통해 회전기계와 배터리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였

고, 추출된 특징점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기반 방법을 통해 여러 종류의

신경망을 학습하여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과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추정에 관한

연구 수행하였다. 기존 방법에는 직접 측정 방법과 모델 기반 분석 방법이 있지만

직접 측정 방법은 신호 측정 기술의 의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고 모델 기반 분석

방법은 추정 정확도와 계산 복잡성 사이의 균형을 갖춘 모델 구현이 어렵다는 한계

를 가진다.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연속 웨이블릿 변환과 이산 웨이블

릿 변환을 활용하였다. 연속 웨이블릿 변환으로 추출된 데이터는 합성곱 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이미지 형식으로 가공하였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으

로 추출된 데이터는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이산 웨

이블릿 변환 후 통계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과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추정을 위한 신경망 모델의 성

능을 비교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생성하였고, 연

속 웨이블릿 변환으로 추출된 데이터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

하였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하여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을 학습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신경망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Matlab/Simulink의 Toolbox인 Wavelet

Toolbox와 Deep learning Toolbox를 연동하여 신경망 모델의 학습을 실시하였다.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부하의 크기별로 나누어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부하마다 합성곱 신경망 모델, 장단기 메모

리 신경망 모델의 학습을 실시하여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에서는 모든 데이터 셋에서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

이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하여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 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추정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배터리의 전압 데이터와 온

도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전압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연속 웨이블릿 변환

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의 SOH 추정 성능이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하여 장

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SOH 추정 성능보다 우수하였으나, 온도 데이터를 활용하였

을 때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 후 통계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SOH 추정 성능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 보다 성능이

우수하였고, 전압데이터와 온도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신경망의 학습을 진행하였

을 경우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하여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의 SOH 추정

성능이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SOH 추정 성능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기반 분류 및 추정을 통해 회전기계 및 리튬 이온 배터리

의 SOH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분류 시에는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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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에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장단기 신경망 모델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류 및 추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웨이블릿 변환

을 통한 특징점 추출 방법 및 합성곱 신경망 모델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을

동시에 활용하여 회전기계의 결함 진단 및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H 추정의 정확

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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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ult Electric Vehicle's core parts State

Estimation Method using Wavelet Transform and

Neural Network

JONG KYU LEE

Graduate school of Electrical, Electronic and computer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Recently,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depletion, legal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around the world, and the technology of electric vehicle is

advanc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rotating machinery and batteries, which are

key components of an electric vehicle,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an electric vehicle, so a technical skill to diagnose this is required. A data-driven

method is widely used as one of the methods for diagnosing the state of the

rotating machine and battery, which are key parts of an electric vehicle, and has

the advantage of automatically predicting the state without specialized knowledge.

In this paper, a data-driven method was used to estimated SOH of the batteries'

and classified rotating machines' state. Feature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through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Discrete Wavelet Transform and statistical

parameters, and compared with commonly used signal analysis techniques. When the

SOH of batteries and classification of rotating machines were diagnosed through the

proposed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s were improved.

Key Words : Lithium-ion battery, Bearing fault diagnosis, Estimation SOH,

CWT(Continuous Wavelet Transform), DWT(Discreate Wavelet Transform),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 Regress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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