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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산업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전체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상태진단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회전 기계는 대부분의 시스템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회전기계의 상태진단 및 예지보수는 전

체시스템의 모니터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반도체 생산 공정 시

스템에 들어가는 진공배기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 중 화학공정에 필요한 진

공환경을 제공하며 공정 후 불순물 및 잔여화합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

로 생산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진공배기 시스템은 여러 개의 센서로부터 변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다변수

상태진단 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매회 공정과정이 다른 비선형특성을 지닌

다. 따라서 기존의 상태진단 기법을 바로 적용할 수 없고, 개선된 비선형 다

중변수 상태진단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변수들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Adaptive Parameter 

Modeling(APM)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선형화 하였다. 이렇게 선형화 된 다

변수 데이터의 물리적 특성을, Self-Organizing Map(SOM) 기법을 이용하여 파

악하였다.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인자를 선별하여 다중주성분분석기법

(Multivariate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MPCA)을 통해 Hotelling’s T2라는 하

나의 상태 값으로 나타내었다. 이 상태값을 이용하여 보고자 하는 시스템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상발생 기준을 제시하며, 이상발생시 이상발

생 요인을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용어: 상태진단 및 예지보수 (Diagnosis & Predictive Maintenance), 자

가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SOM), 적응형인자모델링(Adaptive Parameter 

Modeling, APM), 다중주성분분석(Multivariate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학번 : 2006-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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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Diagnosis and Predictive Maintenance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한 사람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증가함은 익

히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 혁명으로 인해 외부 동력원을 이용한 대량생산기술이 

발달하였고, 이후 제조생산현장에서 자동화가 도입됨에 따라 소수의 관리자가 생

산라인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동일한 생산량을 위해 필요한 노동인력

이 감소 함에 따라 인원당 창출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증가한 셈이다. 또한 운송

기술과 미디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공급되는 시장은 해

당지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더 나아가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다. 점점 커지는 시장에서 다양한 경쟁업체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 필

요한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로, 대량생산 및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

한 원가절감과 둘째로 생산품의 품질관리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의 이상

발생을 감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진단 기법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적절한 이상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존속하

기 어렵다. 비록 자동화 시스템이 효율적이더라도, 적절한 이상감지 기법의 부재로 

인해 자동화 시스템을 포기한 경우도 존재한다.  

상태진단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적인 요건은 당연히 진단하려고 하는 기

계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일차적으로 진단하려는 장치의 상

태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어야 이상유무를 판단 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상태진

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상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이유로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의 이상 발생 원인 파악은 이상이 발생

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

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상 발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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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이상 발생 전 경고 및 교체 주기 설정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추정하여 경고를 보낼 수 있다면 이상 발생에 미리 대비 할 

수 있어 기계에 이상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상발생에 따

른 손실과 이른 교체에 의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이상 발생 전 기계의 교체를 진

행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상 발생 경고 역시 상태진단 시스템의 적용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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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onitoring for the Rotating Machinery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에는 회

전기계가 위치하고 있다. 애초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계기 역시 증기기관을 이용한 

회전기계를 대량생산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 

되었음에도 생산에 회전기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

라가 자랑하는 반도체 생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wafer

의 크기가 커지고 집적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불량으로 인한 손해 역시 점점 커

지게 된다. 이때 불량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식 진공펌프를 이용한 진공배

기 시스템이다. 반도체 제작을 위해서는 wafer에 여러 번의 화학공정을 거쳐야 하

는데, 진공배기 시스템의 진공펌프가 이 화학공정에 필요한 진공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각 공정마다 잔여 화학반응물이나 불순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불순물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입-배출하는 역할을 진공배기 시스템이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기계의 상태진단 기법을 개발 하고 실제 반도체 제작에서 필수

적인 회전기계인 진공배기 시스템에 상태진단 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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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revious Study and Current Research Efforts 
상태진단 이론 자체는 널리 보편화 되어, 통계적 공정제어(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는 이미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변량 통계 공정 제어(MSPC, Multivariate Statistical Process 

Control)는 SPC의 핵심이론으로서 원자로나 각종 플랜트 등의 공정제어에 

이용되고 있다.[1] MSPC기법 중 다중주성분 분석기법(MPCA, Multivariate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은 상태값 T2을 산출해 이를 상태진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매우 

전형적인 상태진단 기법이며 T2을 산출하기 이전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태진단 이론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별 회전기기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적용해야 

할 회전기기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상태진단 이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태진단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자동화 생산의 핵심이 되는 

회전기계이며, 그 중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진공펌프 시스템의 상태진단을 

상태진단의 목표로 한다. 현재 현장에서 해당관련 기술의 개발주체는 진공배기 

시스템의 사용자 측이 되는 반도체 제작업체와 생산자 측이 되는 진공펌프 

제작업체이다. 진공펌프의 상품판매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태를 진단하는 

기법과 고장주기를 예측하는 기법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경험에 의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교체시기를 결정하거나 

배기시스템의 이상 발생 확인 후 교체를 하고 있다. 이는 진공배기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태변수의 종합적인 관찰이 아닌 개별 변수의 

관찰만으로 상태진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중 진공배기 시스템의 성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배기속도(pumping speed)는 공정 중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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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A를 이용한 상태진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0 Level 데이터 

수집단계에서 변수, 시간, 배치의 3 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축척한다. 이 수집된 

3 차원 데이터는 상태진단의 목표에 따라 변수 방향 펼침 기법 (Variable-wise 

unfolding method)이나 배치 방향 펼침 기법(Batch-wise unfolding method)를 이용해 

2 차원 행렬 데이터로 변환한다.[2] 그 다음 각 변수의 scaling & Normalizing 과정을 

거쳐 변수간의 가중치를 동등하게 한다.  

진공펌프에서 공정과정 별로 상태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배치방향 펼침 기법을 

사용하여 각 배치 당 하나씩의 T2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진공펌프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각 배치 별로 공정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배치방향으로 펼쳐 

2 차원 행렬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동원[3]은 동적 시간 

왜곡(DTW, Dynamic Time Warping) 알고리즘[4]을 이용하였다. 배치별의 데이터 

개수를 동일하게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치방향으로 펼쳐진 

2 차원 행렬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DTW에 의해 왜곡된 데이터는 해당 배치의 

원래 길이에 따라 전체 평균값이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시간정보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추후 T2값을 통해 상태이상을 발견했을 때 어떤 변수값에 의해 

이상발생이 감지되었는지 원인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응형 인자 모델링(APM, Adaptive Parameter Modeling)이 

제안된 바 있다.[5] APM은 상태변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링 기법으로, 상태변수의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상태변수의 묶음(Batch) 별로 

점근선을 추출하여, 2 차식으로 구성된 점근선의 계수와 절편, 그리고 원본 

데이터의 점근선에 대한 표준편차 값을 해당 배치의 인자로 삼는 모델링 기법이다. 

이는 엄청난 양의 원본데이터를 그 특성만을 따와서 배치별로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에 탁월하다. 또한 배치 당 정해진 개수의 인자가 기록되기 

때문에 펼침기법 대신 APM으로 배치*인자의 2 차원 행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진공펌프에서 측정한 상태변수 데이터를 DTW대신 APM을 이용하여 분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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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첫째, 연산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이 매우 줄었고 둘째, 시간왜곡이 발생하지 

않아 이상발생 판단 시 상태값이 기여한 인자를 파악 할 수 있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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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cope of Present study 
APM에 의해 상태변수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배치로부터 1~2개의 점근선을 얻으

며 하나의 점근선으부터 3개의 배치의 특성을 나타내는 적응형 인자를 얻을 수 있

었다. 그러나 MPCA는 이러한 인자들의 중요도를 파악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가치

를 부여하여 Normalizing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실제 이상발생에 기여하지는 않으

면서 변화가 커서 주성분 분석 시 false alarm을 제공하거나 상태값을 의도한 바 보

다 훨씬 민감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이는 MPCA 기법이 통계적으로 정상상태

로 분류된 구간에서의 인자간의 공분산 값을 기초로하여 상태진단을 하기 때문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태변수를 선정할 때 혹은 APM으로 인자 추출 후, 

물리적으로 이상발생에 기여가능성이 높은 변수 혹은 인자만을 선별하여 상태진단

에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변수나 인자 중 기여가능성이 높은 변수나 인자를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Kohonen[7]이 제시한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 기법

을 활용하였다. 자기조직화지도 기법은 설계변수의 영향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기

법으로, 설계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목적변수에 설계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시각화 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를 진공펌프의 상태진단에 적용하기 위해, 진공

펌프의 성능인 배기속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배기속도지표를 목적변수로 하여 

APM으로 추출된 인자들 혹은 인자들간의 상관관계계수가 목적변수와 어떻게 결

합되어있는지를 시각화 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진공배기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상태변수의 통계적 특징을 살펴보고 

APM으로 얻은 인자들로부터 MPCA를 통해 상태진단을 하는 방법과, 이상발생 판

단을 하는 법 그리고 이상발생 판단 시 별수 별 기여도를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하

였다. 3장에서는 SOM기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목적변수로 사용할 배

기속도지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SOM을 이용한 인자들과 목적변수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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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정도를 시각화 하여 이상발생에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 추정되는 인자를 분류한

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류한 대로 이상발생에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 추정되는 인

자들로만 구성된 행렬을 MPCA에 적용하여 이전의 상태진단 결과와 비교한다. 이

를 통해 5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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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연구와 이론적 배경 

2.1. General Concept of the Condition Monitoring  
상태진단 기법은 기법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에 따라 단일 변수 상태진단

과 다중변수 상태진단 기법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진단방식에서 물리적인 

의미를 중요시하는 물리적 상태진단방법과 통계적인 의미를 중요시하는 

통계정 상태진단 방법이 있으며, 이 두 가지 특성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상태진단 방법도 존재한다. 보통 단일변수 상태진단 기법은 물리적 상태

진단 방법인 경우가 많고 다중변수 상태진단 방법은 통계적 상태진단기법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상태진단과정은 동일하다. 

우선 상태 진단할 시스템을 정하면, 그에 맞추어 측정할 상태변수를 정하

고 측정기기나 측정시간, 측정간격 등의 측정방법을 설계한다. 그 다음 수

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상태진단 기법을 적용하여 목표하는 시

스템의 현재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판단기준을 설정하

여 이상유무나 고장예측을 판단하거나, 이상발생 및 발생예측이 되는 원

인을 파악하여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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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dition Monitoring Procedure Flowchar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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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상태진단 레벨의 도입 

상태진단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해 상태진단 레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9]. 상태진단 레벨은 0단계부터 시작하여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단계의 상태진단 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상태진단 시스템을 적용한 효과 

역시 극대화된다. 기본이 되는 0단계는 측정 장치의 셋업 단계로서, 진단하려고 하

는 기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상태변수가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고, 각 변수가 가지

는 의의가 무엇인지 확립해야 한다. 또한 변수의 실제 측정을 위해 상태변수들의 

측정지점을 결정하고, 변수 별로 측정할 센서들을 분류해야 하며, sampling time을 

설정하며, 어떤 형식으로 기록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다음 단계인 1 단계는 0 단계에서 설치한 센서로부터 상태변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단계이다. 또한 모니터링하는동

안 축적되는 상태변수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한다. 그리고 다변수기법의 경우 다음

단계를 위해 측정&누적된 3차원 상태변수 데이터를 2차원으로 펼치거나, 파라메터

화 하여 2차원 행렬로 변화시킨다.  

2단계는 실제로 상태진단을 하는 단계이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 상태값을 시간 

별로 혹은 공정 단위별로 추출하여 비교하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 측정한 여러 변

수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 낼 수 있는 단계이다. 일

반적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정량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상태값을 시간이나 공정에 

따라 얻음으로써, 초기의 정상상태의 상태값과 현재의 상태값을 비교하는 방식으

로 상태진단이 이루어진다. 상태진단 기법에 따라 다양한 상태변수로부터 하나 혹

은 소수의 상태값을 얻는 기법이 있고, 가장 핵심적인 상태변수로부터 하나의 상

태값을 얻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변수로부터 상태값을 얻는 경우 알

고리즘이 간단하며, 실제로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상발생으로 감지하는 false 

alarm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요인에 의한 상태이상만 감지 할 수 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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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 발생 후 이상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여러 개

의 다중 상태변수로부터 상태값을 얻는 방법은 다양한 이상발생 요인에도 대처가 

가능하며 이상발생 후 요인분석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알고

리즘이 복잡하며 다변수 차원축소로 인해 값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경보(false alarm)

을 발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레벨의 상태진단시스템은 상태진단을 통한 이상유무 구별 및 이상발생 원인분

석이 가능한 단계이다. 상태진단을 통해 이상이 발생했음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감

지할 것인가와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이유로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단

계이다. 일반적으로 상태진단 시스템이 최소한 3레벨이 되어야 관찰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므로 상태진단을 통한 부품이나 시스템의 교체를 위

해서는 3레벨 이상의 상태진단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3레벨의 상태진단 시스템

이어야 이상 발생 이후의 피드백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상발생으로 인한 교

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보완을 위해서라면 3레벨의 상태진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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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Diagnostic Guid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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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상태변수 

상태진단은 관찰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얻는 상태변수의 관측을 통

해 이루어진다. 회전기계의 상태진단을 위한 상태변수는 3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상태변수는 회전기계를 작동하게 하는 동력원과 

관련된 상태변수들이다. 일반적인 기계시스템이 그러하듯 회전기계 시스템

의 경우 작동을 위해서는 동력원을 필요로 한다. 회전기계시스템의 경우 이 

동력원과 직결되는 것이 토크라고 할 수 있으며, 토크로 인해 시스템에 부

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그만큼 많은 동력원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적

용하려 하는 진공펌프 시스템은 모터를 통해 팬의 회전력을 얻게 되므로 전

기가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모전력을 상태변수로 삼아 동력원에 대

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소모전력은 현재 진공배기시스템이 사용되

는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태변수이다. 

두 번째 종류의 상태변수는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과 관계되는 상태변수

들이다. 기계시스템은 시스템이 달성해야하는 존재 이유가 있으며, 시간에 

따라 만족할만한 성능을 내지 못하면 수명이 다했거나 이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 회전기계의 경우 동력원으로부터 부여된 토크로 달성

해야 하는 시스템 고유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진공펌프 시스템의 경우 유

체를 입구로부터 출구로 배출한다는 역할이 있다.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구와 출구에서의 압력을 측정하여 상태변수로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종류의 상태변수는 동력원이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쓰이지 

않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관련된 상태변수들이다. 일반적인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가동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온도가 그 예가 될 수 있으

며, 회전기계의 경우 작동 시에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소음/진동 등이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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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종류의 상태변수로 분류 할 수 있다. 특히 진동 값은 회전기계에서 빼놓

을 수 없는 상태변수이지만[10] 실제 현장에 도입되는 정도는 미흡한 실정이

다. 또한 시스템의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나 습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상태진단에 필요

한 상태변수 리스트에 포함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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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잠재변수기법 

시스템의 상태진단은 앞 절에서 소개한 상태변수들을 관찰 함으로서 이루

어진다. 적절한 상태진단과 예지보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태변수에 내

재되어 있는 잠재변수들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상태값을 관찰해야 한다.  

우선 단일 상태변수의 관찰만으로는 불완전한 상태진단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 시스템에 따라 혹은 이상발생 원인에 따라,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정상

가동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변수들이 존재 하기 때문에 단일 상태변수

의 모니터링만으로는 정확한 상태진단이 불가능하다. 또한 단일 상태변수만

을 모니터링 하여 이상발생을 감지했다 하더라도 다른 상태변수에 대한 정

보가 없다면 이상이 발생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스

템의 예지보수를 위해서는 여러 상태변수들을 동시에 모니터링 해야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해 질수록 관찰해야 할 상태변수의 수는 증가하고, 

관찰해야 할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분야의 숙련자가 아니고서는 한눈

에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시스템이 비선형의 가변적인 공

정을 진행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가변적인 공정을 진행하는 시스템의 경

우 시스템의 특성이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관찰하는 상태변수들이 모두 정상범위에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극복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 공정 제어에서는 상태변수

들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변수들을 추출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진단하는 잠재

변수기법이 제안되었다. 잠재변수 기법을 통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상태변수

보다 적은 수의 잠재변수를 추출할 수 있기에, 미숙련자도 쉽게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잠재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상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추출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 값이 달

라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상태변수의 관찰만으로 파악 할 수 없는 이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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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 잠재변수로는 파악이 가능하다.  

 잠재변수기법으로는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기법[11], 

독립성분분석(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12]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

며 부분최소자승법을 이용한 기법 [13,14] 이나 공정궤도추적(Process trajectory 

tracking)을 이용한 기법[15] 등 여러가지 기법이 존재한다.  

이 중 주성분분석(PCA)기법과 독립성분분석(ICA)기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주성분분석기법은 다중상태변수들간의 공분산(Covariance)을 기초로

하여 행렬의 고유치(Eigenvalue)와 고유벡터(eigenvector)를 이용, 주성분

(Principle Component)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독립성분분석기법은 상태

변수들이 가지는 분포의 특성 중 분포의 뾰쪽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

(Kurtosis)를 이용하여 상태변수들에 내재되어 있는 독립성분(Independent 

Component)를 추출하는 방법이다.[16]  

PCA는 2차 모멘트인 공분산을 이용하는 반면 ICA는 4차모멘트인 첨도를 

이용하기에 ICA가 PCA에 비해 분석 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CA의 결과 얻어진 독립성분 IC는 한 IC 변수의 거동이 다른 

IC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PCA의 결과 얻어지는 주성분 

PC는 비록 상관관계(Correlation)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독립성질이 없기 때문

에 각각의 PC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PC는 기존 데이터의 조합으로 

표현되므로 물리적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IC는 근원적 신호로서 물

리적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PCA와 ICA기법 모두 상태변수에서 잠재변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는 Time×Batch×Variable의 3차원 상태변수 데이터를 펼침 기법을 통해 2차

원 행렬로 변환시켜야 한다. 동일한 공정이 반복되는 선형적인 공정의 경우 

한 공정당 소요되는 시간이 동일하므로 시간 축의 데이터 길이가 동일하므

로 정보의 왜곡 없이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행렬로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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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규칙적인 공정이 반복되는 비선형적 공정의 경우 시간축을 따라 

데이터의 길이가 다르므로 2차원 행렬로 변환하기 위해 동적시간왜곡 기법

이나 COW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길이를 동일하게 정규화 하거나[18], 각 

배치별로 특성인자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럴 경우 상태변수를 

통해 근원변수를 추출하는 ICA 경우 변수의 왜곡으로 그 장점을 소실하며, 

이상상태 감지의 정확도 역시 보장 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적인 공정에 사용되는 진공배기시스템의 상태를 진

단하기 위해 MPCA기법을 통해 상태진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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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태변수의 측정 (Level 0)  

2.2.1.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건식 진공펌프는 배기속도 증가를 위한 부스터 

펌프 (booster pump)와 작동 가스들의 실제 배출과 진공도를 유지하는 드라

이 펌프(dry pump)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펌프의 운전 상태를 진단

하고자 부스터 펌프 흡입구 압력, 부스터 펌프와 드라이 펌프 각각의 소비

전류와 몸체 진동, 그리고 드라이 펌프의 배출구 압력을 상태변수로 선정하

였다. 흡입구 압력과 진동 센서는 실제 반도체 공정용 건식 진공펌프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공펌프에 인가되는 가스 부하를 

측정하고자 흡입구 압력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부스터 및 드라이 펌프

의 회전운동에서 유발되는 진동을 측정 분석하고자 가속도계를 각각 설치하

였다. Figure 3은 펌프 상태진단에 사용된 센서들의 부착 위치를 각각 보이고 

있으며, Table 1에서 선정된 센서와 관련 신호 증폭기에 대한 제원들을 나타

냈다.  

흡입구와 배출구 압력 센서의 출력 신호 2채널, 부스터 및 드라이 펌프의 

구동모터 소비전류 센서의 출력 신호 2채널, 부스터 펌프와 드라이 펌프의 

몸체에 장착된 진동 가속도계 (단축 모델)의 출력 신호 1채널, 그리고 드라

이 펌프 몸체에 부착된 3축 가속도계 출력 3채널의 신호들은 NI사 PXI 샤

시 (Model NI-1000B)에 장착된 실시간 신호 수집 장치(dual NI PXI-4472, 24-bit 

AD, 16 channels)에 의하여 모두 24-bit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서버 급 

PC로 저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40.96kHz의 신호 수집 속도를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모든 신호는 0.1초마다 두 압력신호의 평균값과 전류 및 진동신호의 

실효치 값을 각각 환산하였다. 드라이 펌프 몸체에 장착된 3축 가속도계의 

신호는 3축 벡터 합성된 신호의 실효치(rms) 값을 상태변수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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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ement of the state variables of a dry vacuum 
pump 

 

  



 21 

Table 1 Listings of measured state variables and selected sensors. 

Measured State Variables Selected Sensors 

Pressure 

(mbar) 

Inlet pressure 
Pfeiffer Vacuum,  

CMR 362 (110 mbar) + MaxiGauge 

Exhaust pressure 
Trafag, 8489 model 

(1.6 bar, absolute, 0.2% F. S.) 

Supply 

Current (A) 

Booster pump 
Taewa Trans., 

TZ84V/L (100A, 0.2%) 

Dry Pump 
Taewa Trans., 

TZ84V/L (100A, 0.2%) 

Vibration 

Acceleration 

(m/s2) 

Accelerometer: 

Booster pump 

Endevco, model 7210-100 

(Uni-axis, 100g, 1%) + Model 136 Amplifier 
Accelerometer: 

 Dry pump 

Endevco, model 2230EM 

(3 axes, 500g, 1%) + Model 136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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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측정된 변수의 통계적 특성 

측정한 각 상태변수들의 특성을 보기 위해 Figure 4부터 Figure 9까지 6시

간 동안 측정된 진공펌프의 상태변수들의 시 계열 신호들과 그리고 각 신호

들의 분포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측정된 상태변

수 값들이 공정에 따라 두 가지 상태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펌프 시스템과 연결된 공정 챔버의 개폐밸브가 열려 배출 가스

를 펌프가 흡기하는 가스 부하 상태(Gas-loaded state)와 펌프 시스템은 운전 

중이지만 공정 챔버의 개폐밸브가 닫힌 상태로 배기관 내 기저압력을 유지

하는 유휴 상태(Idle state)로 구분된다. 부스터 펌프의 흡입구 압력을 나타내

는 Figure 4에서 이 두 상태는 공정과정에 따른 가스 부하의 유무에 의해 신

호들의 통계적 특성이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부스터 펌프

의 소비 전류 신호인 Figure 6에서도 유사한 특징들이 관측됨을 알 수 있었

다. 이들 두 측정 데이터는 가스 부하 상태와 유휴 상태의 측정 신호들의 

통계적 분포가 서로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우선 유휴상태에서는 신호변화

가 거의 없는 평균값에 수렴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스 부하상태에서

는 데이터가 상부 경계와 하한 경계에 둘로 분리되며 두 경계에 집중된 분

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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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let pressure data 

 

Figure 5 Exhaust pressu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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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ooster pump supply current data 

 

 

Figure 7 Dry pump supply curr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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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Booster pump acceleration data 

 

 

Figure 9 Dry pump acceler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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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배출구 압력의 변화를 보이는 데이터이며 가스 부하 상태와 유

휴 상태에 따라 구분된 2종의 통계적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Figure 7는 드

라이 펌프 구동 모터의 소비전류를 나타낸 데이터이며, 이는 유휴 상태에서

는 하나의 분포를 갖는 특징을 보였지만 가스 부하 상태에는 다시 상하 경

계로 분리 중복된 2종의 분포를 보였다. 부스터 펌프의 소비전류 신호 분포

와 드라이 펌프 소비전류 신호 분포는 서로 반전하는, 즉 부스터 펌프가 가

스부하 상태에서 많은 전류를 소비하는 반면에 드라이 펌프는 유휴상태에서 

더 큰 전류를 소비함을 알 수 있었다. 부스터 및 드라이 펌프 몸체의 진동

신호에 대한 분포 특성은 Figure 8와 Figure 9에 보인 바와 같았으며, 진동 가

속도 데이터의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나의 분포를 즉, 가스부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분포 특성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측정 신호들의 분포 특성으로부터 얻어진 첫째 교훈은 반도체 공

정용 진공펌프 상태진단 기법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두 

상태를 분리하여 따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가스 부하 

조건에서 상부 경계와 하한 경계에 둘로 분리된 분포를 보이는 상태변수들

의 특징을 고려한 상태진단 기법의 구현이 또한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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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응형 인자 모델 기법 (Level 1) 

2.3.1. 도입배경 

진공펌프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은 그 특성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치 데이터 또한 그 길이가 저마다 달라지게 된다. 앞서 Figure 4 ~ 

Figure 9에서 확인하였듯이 각 가스부하상태 공정과 유휴상태 공정은 매번 

소요시간이 다르다. 따라서 배치(I)×변수(J)×시간(K)으로 구성된 상태변수의 

3차원 데이터는 배치(I)별로 데이터량(K)이 다른 비선형 특성을 지닌다. 그

런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분석을 수행할 경우 PCA 기법 자체가 적용 불

가능하며 행렬 배열을 바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분산 행렬

의 역행렬이 발산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배치 길이가 동일하다

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공정이 끝까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진 경우에는 비록 배치 길이가 동일하다 할지

라도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게 된다.  

 

Figure 10 state variable 3D-array 

0
200

400
600

800

0

50

100

150

200
0

20

40

60

80

100

K

3D State Variable

I

J 
(v

al
ue

)



 28 

일반적으로 PCA를 적용하기 위해 3D array를 2D matrix로 바꾸는 과정에

서 펼침 방향에 따라 두 종류의 Unfold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변수를 기

준으로 배치·시간(IK) ×변수(J)의 형태로 펼치는 변수 방향 펼침 기법

(Variable-wise unfolding method)과, 배치를 기준으로 배치(I) ×변수·시간 (JK)의 

형태로 펼치는 배치 방향 펼침 기법(Batch-wise unfolding method)이 주로 사

용되는 기법이다. 변수 방향 펼침 기법은 Figure 10와 같이 비선형배치 데이

터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상태진단 후 변수별로 이상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샘플링 타임이 짧아 과도한 양

의 상태결과값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상발생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선별해야한다는 점과 센서의 노이즈 등에 취약하여 잘못된 이상발생판단

(False alarm)이 쉽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

는 배치별 시스템의 상태진단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배치방

향 펼침기법은 배치별 상태진단이 가능하지만, 선형배치데이터에만 바로 적

용이 가능하며 비선형 배치 데이터의 경우 각 배치의 데이터량을 동일하게 

정규화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

서 성동원 등은, 배치길이를 동일하게 조절해 줌과 동시에 전반적인 추세를 

동기화(synchronization)시켜 줄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음성인식 분야(Speech 

Recognition)에서 사용되고 있는 Dynamic Time Warping (DTW) 알고리즘을 도

입한바 있다.[3]  

DTW는 Kassidas et al.[4]이 이를 Batch Process에 처음 적용하였으며, 기준

이 되는 reference와 나머지 데이터의 추세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두 시계

열 데이터의 추세를 비교하여 최소거리를 가지는 경로를 따라 해당 데이터

를 압축, 팽창시키는 기법이다. Figure 12와 같이 길이가 다른 시계열 데이터

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동적 추세가 유사하다면 경로비교를 통해 최소 경로

를 가지는 정규화된 새로운 배치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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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Variable-wise unf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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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xample of nonlinear time alignment for two univariate trajectories Reference 
batch(IRef) and Typical batch(ITyp) using DTW 

 

앞서 2.2.2절에서 상태변수의 예시로 든 Inlet pressure(Figure 4)를 살펴보면 

6시간 동안 4번의 Gas-loaded state와 3번의 Idle state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배치를 G1~4와 I1~3이라 하고 Gas-loaded state의 G1~4를 batch의 

길이가 넷 중 평균에 가까운 G2를 기준으로 삼아 DTW를 적용하기 전후의 

결과를 Figure 13와 Figure 14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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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Inlet pressure – Raw data 

 

Figure 14 Inlet pressure - synchronized gas-loaded state batches by DTW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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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변수 전체 batch에 DTW를 적용하면 모든 batch

에서 같은 데이터 길이를 가지므로 Figure 15과 같이 배치(I)×변수(J)×시간(K)

으로 구성된 3차원 데이터를 I×JK′의 2차원 행렬로 펼치는 Batch-wise 

Unfolding이 가능하다.  

그러나 DTW 알고리즘은 매회 측정한 데이터를 정규화 시켜야 함에 따라 

상태변수가 증가할수록 상태진단에 필요한 리소스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DTW기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가정 중 배치별로 데이터의 동적 특성이 유사

하다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상점이 발생하게 

되어 상태진단 시 그릇된 이상판단(False Alarm)을 내리게 된다.  

데이터의 길이를 동일하게 정규화하는 방식 대신, 각 배치 별로 특성인자

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다중주성분 분석에 필요한 2차원 행렬 데이터를 구현

하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를 위해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 파라미터화 하는 

적응형 인자모델기법을 도입,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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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Batch-wise unf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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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적응형 인자 모델(APM) 

 

적응형 인자모델은 진공배기시스템으로부터 측정한 상태변수 데이터를 데

이터베이스화 하여 기록/보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완섭 등[5][17]에 

의해 제안되었다.  

2.2.2절의 Figure 4~Figure 9에서 보인 데이터 분포에서 확인하였듯이 가스 

부하 상태에서 데이터는 주로 배치의 상부 경계(upper boundary)와 하부 경계

(lower boundary)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유휴상태에서는 중앙집중적

인 분포를 보인다. 이때 데이터의 집중 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점근선의 계

수, 즉 배치 데이터의 경계 값 혹은 평균값의 선형적 특징을 해당 배치의 

특성으로 대표하는 인자로 활용할 수 있다. 평균값들의 선형적 변화 특성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βα +⋅= nyn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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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식2.3.2.1은 점근선 y의 일차 선형모델을 나타내며 α는 점근선의 기울기이

고 β는 점근선의 초기 절편 값이다. 기울기와 절편 값은 식 2.3.2.2와 식

2.3.2.3을 사용하여 실 측정치 {yk,n, n = 1, 2,  ···, N}들로부터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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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첨자 k는 상부와 하부 경계선 모델의 구분을 위한 첨자이다. 이는 실제 

최소 자승법에 의한 일차 함수의 최적 인자 추정법과 동일하다. 따라서 추

정된 점근선 모델과 수집 데이터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준편차 σ 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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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이렇게 각각의 배치에서 구한 인자들은 공정시간과 신호들의 특성 변화에

도 적용할 수 있는 배치를 대표하는‘적응형 인자’이다. 이는 합리적으로 각 

배치 간의 데이터 개수를 동일하게 하면서 그 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

다. 또한, 이 인자들은 배치의 주요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델 인자로부

터 원래 측정 데이터들의 대표적 추세형상 역시 복원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진공배기시스템으로부터 측정한 상태변수들로부터 적응형 인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상태변수 배치 데이터를 150초 단위로 나눠 데이터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상부경계와 하부경계로 삼았다. 그리고 식2.3.2.1의 1차 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각 배치를 상태변수와 점근선으로 구성하였다. Gas-loaded 

state batch의 경우 하나의 상태변수 데이터는 6개의 인자(상부 하부 각각의 

점근선 모델 인자 2종과 표준편차 1종)로 변환되며, 총 6종류의 측정신호들

로 구성된 한 배치 데이터는 결론적으로 총 36개의 모델인자로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Idle state batch의 경우 하나의 상태변수 데이터는 3개의 인자(점

근선 모델 인자 2종과 표준편차 1종)로 변환되며, 총 6종류의 측정신호들부

터 18개의 모델인자로 표현된다. 2.2.2절의 Figure 4 Inlet pressure dataFigure 

4~Figure 9에 도시한 상태변수들로부터 점근선을 구하면 그림 과 같다. 이때 

구현한 적응형 인자들을 Table II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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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he upper and lower bound and asymptotic curves of Inlet pressure 

 

Figure 17 The upper and lower bound and asymptotic curves of Exhaus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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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he upper and lower bound and asymptotic curves of Booster Pump Current 

 

Figure 19 The upper and lower bound and asymptotic curves of Dry pump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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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he upper and lower bound and asymptotic curves of Booster pump Acc. 

 

Figure 21 The upper and lower bound and asymptotic curves of Dry pump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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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daptive Parameter from Gas-loaded state Pressure variable data  

pump operation (time) process 1 

(3150s) 

process 2 

(3150s) 

process 3 

(5850s) 

process 4 

(3300s) variable region symbol 

Inlet 

Pressure 

[mbar] 

Upper 

bound. 

αu -0.08003 -0.03128 -0.03571 -0.0161 

βu 19.217 17.773 18.226 16.766 

σu 0.039051 0.034187 0.048675 0.025176 

Lower 

bound. 

α l 0.001968 0.024049 0.015727 0.001189 

β l 9.5477 9.2433 9.4297 9.29 

σ l 0.019503 0.033994 0.1374 0.03503 

overall 

αg -7.20E-02 -4.04E-02 -2.53E-02 -1.09E-02 

βg 16.987 15.905 16.156 15.081 

σg 0.30622 0.32314 0.52289 0.4862 

Exhaust 

Pressure 

[mbar] 

Upper 

bound. 

αu -0.06975 0.033905 0.006793 -0.01204 

βu 1049.7 1049.2 1049 1048.9 

σu 0.039051 0.034187 0.048675 0.025176 

Lower 

bound. 

α l -0.09264 -0.00696 -0.01689 0.079832 

β l 1038.8 1038.1 1038.3 1036.7 

σ l 0.019503 0.033994 0.1374 0.03503 

overall 

αg -1.64E-02 -2.58E-02 -7.45E-03 -5.43E-02 

βg 1044 1044 1043.9 1043.6 

σg 0.065683 0.073514 0.18932 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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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aptive Parameter from Gas-loaded state Current variable data 

pump operation (time) process 1 

(3150s) 

process 2 

(3150s) 

process 3 

(5850s) 

process 4 

(3300s) variable region symbol 

Booster 

Pump 

Current 

[A] 

Upper 

bound. 

αu 0.004169 0.002084 0.001783 0.001545 

βu 11.085 11.15 11.218 11.2 

σu 0.039051 0.034187 0.048675 0.025176 

Lower 

bound. 

α l -0.013801 -0.001186 -0.001995 -0.0024 

β l 9.073 8.9688 9.0723 8.9654 

σ l 0.019503 0.033994 0.1374 0.03503 

overall 

αg -3.55E-03 -5.03E-03 -2.54E-05 2.11E-03 

βg 10.609 10.651 10.689 10.658 

σg 0.065651 0.082464 0.13837 0.14166 

Dry 

Pump 

Current 

[A] 

Upper 

bound. 

αu 0.004621 0.01225 -0.004438 -0.001942 

βu 15.732 15.706 15.887 15.768 

σu 0.039051 0.034187 0.048675 0.025176 

Lower 

bound. 

α l 0.001782 0.010889 -0.001761 -0.000891 

β l 15.341 15.309 15.411 15.341 

σ l 0.019503 0.033994 0.1374 0.03503 

overall 

αg 3.17E-03 1.04E-02 -3.38E-03 -3.53E-03 

βg 15.478 15.461 15.602 15.518 

σg 0.017198 0.024618 0.028621 0.01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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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daptive Parameter from Gas-loaded state Acceleration variable data 

pump operation (time) process 1 

(3150s) 

process 2 

(3150s) 

process 3 

(5850s) 

process 4 

(3300s) variable region symbol 

Booster 

Pump 

Acceleration 

[m/s^2 - rms] 

Upper 

bound. 

αu 0.028813 0.033279 0.023522 0.041084 

βu 5.0184 5.2855 4.9619 5.5713 

σu 0.039051 0.034187 0.048675 0.025176 

Lower 

bound. 

α l 0.000347 -0.01051 0.006702 0.006953 

β l 3.6032 3.6951 3.4982 3.729 

σ l 0.019503 0.033994 0.1374 0.03503 

overall 

αg 1.18E-02 1.37E-02 2.03E-02 1.95E-02 

βg 4.2254 4.3497 4.0516 4.5466 

σg 0.017054 0.013733 0.045621 0.040544 

Dry 

Pump 

Acceleration 

[m/s^2 - rms] 

Upper 

bound. 

αu 0.10375 0.3799 -0.00559 0.35744 

βu 25.963 27.266 28.868 28.713 

σu 0.039051 0.034187 0.048675 0.025176 

Lower 

bound. 

α l -0.00251 -0.01894 0.008852 0.062714 

β l 11.891 11.895 11.501 11.685 

σ l 0.019503 0.033994 0.1374 0.03503 

overall 

αg 3.73E-02 3.05E-02 2.67E-02 1.03E-01 

βg 15.999 16.093 15.386 16.142 

σg 0.12973 0.12083 0.12627 0.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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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daptive Parameter from Idle state variable data 

pump operation (time) process 1 

(1200s) 

process 2 

(3000s) 

process 3 

(1050s) variable symbol 

Inlet 

Pressure 

[mbar] 

α i -0.00340 -0.00140 -0.00255 

β i 0.57198 0.56423 0.58346 

σ i 0.00117 0.00266 0.00129 

Exhaust 

Pressure 

[mbar] 

α i 0.00600 0.01702 0.03652 

β i 1036.40 1036.10 1036.20 

σ i 0.03896 0.04949 0.02935 

Booster 

Pump 

Current 

[A] 

α i 0.00413 0.00445 0.00587 

β i 4.60200 4.59320 4.59410 

σ i 0.00825 0.01322 0.00748 

Dry Pump 

Current 

[A] 

α i -0.00196 0.00406 -0.00494 

β i 16.05200 16.08000 16.13800 

σ i 0.01104 0.03129 0.00855 

Booster Pump 

Acceleration 

[m/s^2 - rms] 

α i -0.01708 -0.02503 -0.00927 

β i 4.40910 4.54410 4.56750 

σ i 0.01865 0.03518 0.04267 

Dry Pump 

Acceleration 

[m/s^2 - rms] 

α i 0.01600 -0.02504 0.06163 

β i 16.06300 16.18900 15.66900 

σ i 0.12740 0.17795 0.06369 

 



 43 

2.3.3. 적응형 인자 모델(APM)을 이용한 배치 구성 

앞서 측정된 6개의 상태변수로부터 모델 인자들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였

다. 이에 따라 Gas-loaded state 데이터에서는 배치 당 상부와 하부 경계선 영

역의 두 점근선으로부터 기울기와 초기 절편 값 그리고 점근선에 대한 표준

편차로 각각 구성된 총 6개의 모델 인자를 얻는다. 아래 XIP는 흡입구 가스 

압력신호로부터 구성된 파라미터 행렬의 예를 보이고 있으며 열의 색인 j는 

배치의 순번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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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loaded state 데이터에서는 식 (2.3.3.1)과 같이 표현되고 idle state signal 

data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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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현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5가지 상태변수에 대해 배기압

력 XEP, 부스터 펌프 전류 XBC, 드라이 펌프 전류 XDC, 부스터 펌프 진동 

가속도 XBA, 드라이 펌프 진동 가속도 XDA 행렬을 각각 구성한 뒤 식

(2.3.3.3)과 같이 상태변수들의 행렬들을 구성함으로써 상태진단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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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행렬 X를 구성한다. 

[ ]DABADCBCEPIP XXXXXXX =  (2.3.3.3) 
 

배치 행렬 X의 각 열벡터는 동일한 물리적 단위를 갖지만 각 행벡터는 

서로 다른 물리적 단위를 가진 측정값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 

변수들은 저마다 다른 평균값을 갖게 되는데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빼주는 

형식으로 평균지점을 일괄적으로 0으로 맞춰주는 센터링을 수행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상태변수 모델 인자들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조절해

야 하므로 식(2.3.3.4)와 같은 정규화 과정(centering & scaling)을 통해 XN행렬

을 만든다. [19] 

 

( ))(
),(),(),(

iX
jiXjiXjiX N σ

−
=  (2.3.3.4) 

 

위 식에서 i는 행벡터의 색인을, 위 첨자 “¯”는 열벡터의 평균값을 그리

고 σ 는 열벡터의 표준편차를 각각 나타낸다. 

이렇게 적응형 인자모델 기법을 통해 배치의 데이터를 일차 함수의 점근

선 모델 인자들과 표준편차로 변환 할 수 있고, 이규호 등[6]이 적응형 인자

모델기법이 적용된 데이터를 진공펌프의 상태진단에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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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중 주성분 분석 (Level 2) 

2.4.1. 주성분 분석 (PCA) 기법 

주성분분석은 좌표축을 회전시켜 기여도가 큰 데이터 성분을 추출하는 기

법이다. 여기서 기여도는 데이터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통계적으로 분산을 

의미한다. Figure 22의 (A)와 같이 2개의 변수들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주성분은 원본 데이터를 사상시켰을 때 그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첫 번째 주좌표축으로 보고, 첫 번째 주좌표축과 normal하면서 두

번째로 분산이 큰 축을 두 번째 주좌표축으로 삼는다. 이 방식처럼 데이터

를 선형 변환하면 기여도가 큰 순서대로 주성분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원좌

표축(Origninal Coordinate)에 대한 고유벡터가 변환된 주좌표축(Principle 

coordinate)로 사용되며, 고유근은 각 주좌표 방향으로의 데이터 분산을 의미

하게 되므로 결국 고유벡터와 고유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축 변환된 주성분들은 상관관계가 제거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22 Data projection from (A) Original Coordinate to (B) Transformed Principle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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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좌표계로 정사영된 데이터들을 주성분(PC, Principle Component)라고 

하고 이중 분산이 큰 PC1이 다음 PC2보다 중요하며 분산이 작을수록 중요

도는 낮아진다. 여러 개의 상태변수에 다중주성분분석기법(MPCA)을 적용하

면 J개의 변수로부터 J개의 주성분(PC)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분산이 작은 

PC는 기존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던 과잉정보(redundant information)일 가능성

이 높고 선형대수에서의 특이값(Singular Value)에 가깝기에, 추후 주성분을 

이용한 T2 상태값 계산시 T2값이 이상 증대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주

성분들의 총 고유근의 합을 100%로 하여, PC1부터의 누적 고유근이 일정 비

율(일반적으로 95%)까지만의 주성분을 중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주성분은 사

용하지 않음으로 차원축소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정상가정구간(NOC)로부터 식 (2.3.3.4)와 같은 형태의 2차원 

배치 행렬를 얻는다. 정상가정구간의 배치 개수가 NNOC개이고 변수 혹은 인

자의 개수가 Nj개일 때, NNOC×Nj 크기의 2차원 배치행렬 XNOC는 식 (2.4.1.1)

과 같이 분해 할 수 있다.  

 

EPTX T

LoadingScoreNOC +=  (2.4.1.1) 
 

여기서 TScore는 NOC구간 데이터의 score matrix로서 차원축소를 하지 않았

을 경우 크기는 NNOC×Nj 이고 행렬의 각 열벡터는 각각의 주성분(PC)가 

된다. PLoading는 Loading Matrix로서 차원축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크기는 Nj

×Nj 이며 Principal component coefficient(PCC)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NNOC×

Nj 행렬 E는 잔차성분(Residual Component)이다.  

각각의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XNOC행렬의 공분산 행렬 S를 구해야 한

다. XNOC의 열백터는 배치에 따른 인자값을 나타내므로 i번째 열벡터와 j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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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열벡터의 공분산 값이 행렬S(i,j)의 원소가 된다. 이 공분산 행렬 S의 고

유근(eigenvalue)와 고유벡터(eigenvector)가 각각 Nj×Nj 대각행렬 SD와 Nj×

Nj 행렬 P가 된다.  

주성분행렬인 T score 는 식 (2.4.1.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1−
⋅⋅= Loading

T

LoadingLoadingNOCScore PPPXT  (2.4.1.2) 
 

이제 i번째 배치에 대한 시스템의 상태값인 Hotelling’s T2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j j

jiT

iScoreDiScore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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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4.1.3) 

여기서 λ j가 0에 가까워지면 (1/λj)는 매우 커져 T2값이 발산 할 수 있다. 

이 경우가 앞서 말한 과잉정보의 가능성이 높고,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으

면서 해를 발산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주성분이다. 따라서 식 (2.4.1.4)와 같

이 eigenvalue의 누적값이 총 eigenvalue의 합의 95%가 될 때까지 만의 값을 

유의미한 component라고 본다.  

∑ ∑
= =

×≤
s jN

k

N

k
kk

1 1
95.0 λλ  (2.4.1.4) 

그렇다면 식 (2.4.1.3)은 식 (2.4.1.5)와 같이 변경되고, 이로써 Ni×Ns 로 

차원 축소된 Tscore로부터 T2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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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정상동작구간과 상태진단구간 

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시

간이 지나고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시스템의 수명이 다하거나 이상이 발생

하곤 한다. 따라서 초기 구간을 정상동작구간(NOC, Normal Operating 

Condition)으로 가정하고 이 구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T2값들과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려는 상태진단구간의 T2값들을 비교하여 현재 시스템의 

상태가 정상동작구간의 T2값에 비해 정량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동작구간과 상태진단구간을 각각 HDS(Historical 

Data Set)와 ODS(Observed Data Set)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20]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상동작구간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작동구간의 배치행렬을 설정할 때 행

의 수가 30~6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21]  

NOC 구간이 짧으면 일찍 상태진단이 수행 가능하지만 해의 민감도가 높

고, NOC 구간이 길면 해의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실제 상태진단을 수행 할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든다. 따라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

서 적용할 배치행렬은 적응형 인자로 구성된 행렬로서, Gas-loaded state의 경

우 36개의 인자, 그리고 Idle state의 경우 18개의 인자로 구성된다. 해의 안

정성을 위해 인자 개수(Nj)보다 행의 개수(NNOC)를 많아야 하므로(NNOC>Nj) 

50개 정도의 배치를 정상동작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2.4.1절에서 정상동작구간의 주성분을 구하는 과정과는 달리 상태진

단구간에서는 따로 PLoading 행렬을 구하지 않고, 정상동작구간에서 구한 축소

된 PLoading 행렬을 이용해 식 (2.4.2.1)과 같이 주성분행렬 Tscore만을 구한다.  

( ) 1

,

−
⋅⋅= Loading

T
LoadingLoadingNEWNEWScore PPPXT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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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해진 주성분 행렬 Tsocre를 이용해 정상동작구간과 동일한 방법

으로 상태값 T2를 식(2.4.2.2)와 같이 구한다.  

∑== −
sN

j j

jiscoreT
iNEWscoreDiNEWscoreiNEW

t
tStT

λ

2
,,

,,
1

,,
2 )(

)()(,  (2.4.1.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차트화 하면 그림과 같다.  

 

Figure 23 T2 Calculatio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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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Hotelling`s T2 and Q Statistics 
앞서 2.4.1절의 식 (2.4.1.1)에서 배치 행렬 XNOC를 T와 P그리고 잔차행렬 

E로 분해 한 바 있다. 식을 살펴보면 잔차행렬은 주성분 데이터에서 차원 

축소된 주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PCA에서 주성분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산으로, 정상상태에서 분산 값이 크지 않는 성

분은 추후 상태진단구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는 이와 같은 가정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시스템의 상태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나 

그 특성이 달라진다면 정상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분산 값을 지닌 주성

분도 비정상적인 거동을 보일 수 있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 제안된 상태값

이 SSR(Sum of Squared Residuals) 나 SPE(Squared Prediction Error 또는 

Q-Statistics라 불리는 잔차상태값이다. 

식 (2.4.1.1)에서 잔차값만을 좌항에 남기고 나머지 행렬을 우항으로 넘기

며 식 (2.4.3.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T

LoadingScore PTXE −=  (2.4.3.1) 
여기서 i번째 배치의 잔차 벡터는  

T
iLoadingiScoreii PTXe ,,−=  (2.4.3.2) 

와 같고 잔차 상태값 Q는  

i
T
ii eeQ =  (2.4.3.3) 

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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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발생 판단과 이상발생 요인분석 (Level 3) 

2.5.1. 이상발생 판단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주성분분석기법으로 각 배치의 상태 값 T2와 Q를 

구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 관찰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 값을 정

량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구간의 상태 값에 비해 현재의 상태 

값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따

라서 상태 값이 어느 값을 초과하면 이상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기준

이 필요하다.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상태값은 점점 증가하므로 이상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위한계값을 지정할수 있고 이를 UCL(Upper Confidential Limit 

혹은 Upper Control Limit)라 한다. 

UCL 값은 시스템마다 다르므로 궁극적으로는 실제 이상 발생한 경우를 

역추적하여 경험적으로 구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예지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상태 값의 추세를 파악한다면 상태 값의 통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고

장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상태진단 구간의 상태값은 정상작동구간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연산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상발생을 판단하는 기준값도 정상작동구간의 상태값이 

기초하여 구할 수 있다. 주성분 분석에 사용되는 배치행렬 X는 적응형인자

값을 정규화한 값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정상작동구간의 배치행렬 XNOC

를 구성하는 각 열벡터는 표준편차가 1이고, 따라서 각 주성분의 표준편차 

역시 1이다. 그러므로 정상작동구간의 상태값 T2는 평균값이 Ns에 수렴하게 

된다. 그리고 배치행렬 X의 분포에 따라 T2의 분포가 달라지는데 

MVN(MultiVariate Normal)분포를 따르는 X행렬로부터 얻은 T2와 Q는 Nj자유

도를 가지는 Chi-square 분포를 따르지만, 실제로 T2는 차원축소한 주성분으

로부터 연산하기 때문에 (Ns,NNOC-Ns) 자유도를 가지는 F분포의 특성을 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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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F분포를 이용한 T2의 UCL값은 식 (2.5.1.1)와 같이 제안 할 수 

있다. 

( )
( ) ( )αα ;,

12

,
2

SNOCS
SNOCNOC

NOCS
UCL NNNF

NNN
NN

T −
−
−

=  (2.5.1.1) 

 

여기서 F는 F분포의 (1-α)%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95%나 

99%정도의 값을 상한선으로 제안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태값 T2가 

T2 UCL,99%를 초과했음에도 정상작동중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T2가 

정상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식(2.5.1.2)와 같이 실제 이상발생지점을 역추

적하여 k 값을 설정 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에서 진공배기시스템의 경우 k 

팩터 값을 20으로 설정하였을 때 이상발생가능지점에 T2의 UCL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NOCNOCUCL kTT σ×+=2
 (2.5.1.2) 

 

그리고 Q 값의 경우 Chi-Square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 ) ( ) κ

αα ρ
ρκ

ρ
ρκκ

ρ
/1

1

2/1
2

2
1

2
1,

211








+
−

−= ZQUCL  (2.5.1.3) 

( )( )∑
+=

=Λ=
NOCN

SNn

kTk
ni EEtrace

1

2ρ
 (2.5.1.4) 

2
2

31

3
2

1
ρ
ρρ

κ −=
 (2.5.1.5) 

 

와 같이 제안 할 수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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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Distribution of T2 from NOC and F-distribution 

 

Figure 25 Distribution of Q statistics from NOC and χ2-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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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상발생 요인분석 

주성분분석을 통해 이상발생을 감지했을 경우, 어떤요인에 의해 상태값이 

Warning 구간에 들어갔거나 UCL값을 초과했는지 이상발생요인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가동중단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시스템이 원상회복되기를 기다리거나, 특정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이상발생

인지 파악하여 교체를 할지를 판단 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기법을 통해 시스템의 이상발생을 감지했다는 의미는 상태 값

이 정상작동구간보다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때, 정상작동구간에서 T2 

값에 기여하는 주성분 혹은 적응형 인자와, 이상발생구간에서 T2상태 값 증

가에 기여한 주성분 혹은 적응형 인자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주성분이나 

적응형인자가 나태내는 상태변수가 이상발생을 감지하게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 과정은 T2값을 연산하는 과정을 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주성분 수준에서 이상발생 기여도 CPCA는 식 (2.4.1.5)로부터 

1,2 )(
)( −== St

jt
TC Score

iscore
iPCA λ

 (2.5.1.2) 

 

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적응형 인자 수준에서 이상발생 기여도 CAPM은 

식 (2.4.1.4)로부터  

T
ScoreiAPM PStTC 12 )( −=  (2.5.1.2)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성분 수준 혹은 적응형인자 수준에서 기여도를 검토하여 기여도가 

큰 상태변수들을 파악하고 이상발생요인을 분석 할 수 있다.  

Table 6는 일반적인 펌프 시스템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상발생 요인 별 

반응하는 상태변수를 나타내었다.[23] 예를 들어 기여도 판단을 통해 압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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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기여도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전력변수와 진동가속도 변수의 기여도가 

변한 경우 베어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전력 변수의 기여도는 큰 변화가 없는데 얍력변수와 진동가속도 변수의 

기여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실링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종류의 변수 모두 이상을 보일 경우 펌프의 날개바퀴에 파손/편심 등의 

문제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높다.  

 

Table 6 Symptoms or Parameter change caused by Faults (Machine Type: pumps) 

Examples of Faults 
Symptom or Parameter Change 

Power or current Pressure or Vacuum Vibration 

Damaged Impeller O O O 

Damaged Seals X O O 

Eccentric Impeller O O O 

Bearing Damage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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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인자 선별 기법 

3.1. 물리적 고찰의 필요성 
2장에서 잠재변수기법인 주성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상태변수로부

터 시스템의 상태 값을 추출하여 상태진단을 수행, 이상발생감지와 예지보

수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

데 그 중 상태변수를 선별하는 방법과 선별된 변수에 대한 물리적 고찰이 

생략된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라 볼 수 있다. 상태변수 혹은 적응형인자에 

대한 물리적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특성이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변수와 실제로 중요한 변수가 다를 수 있

다. 실제로 이상발생에 사용되는 적응형 인자의 경우 정상작동구간 동안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졍규화(Normalizing) 하여 인자간 중요도를 동일하게 

조절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얻은 주성분을 분석 할 때도 분산 값을 근거로 

하여 분산 값이 큰 주성분을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하지만 정상작동구간에

서 큰 분산을 가진 주성분이 이상발생시에 크게 기여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4.3절과 같이 차원 축소하지 않은 나머지 잔차값을 

이용한 잔차상태값 Q를 같이 관찰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경

우 상태값 T2 외에도 추가적인 상태값을 같이 관찰해야 하고, Gas-loaded 

state 와 Idle state를 따로 관찰해야 하므로 시스템당 관찰해야 할 상태값의 

개수가 목표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체 시스템의 자동화 여

러 시스템을 동시에 진단해야 할 경우 상태진단이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따라서 상태변수나 적응형인자와 이상발생간의 상관관계를 미리 파악 할 수 

있다면 하나의 상태값 T2 만으로 적절한 상태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상태변수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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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알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 새 시스템에 적용 시 상태변수에 대한 정

보가 없으므로 어떤 변수를 상태변수로 삼아 측정해야 할지 판단근거가 필

요하다. 진공펌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필요한 

상태변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새로이 개발된 회전기

계 시스템의 경우 측정해야 할 상태변수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그 중 이

상 발생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상태변수로 선정할 후보 군들이 이상발생시에 어떻

게 거동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고찰 작업을 거치면 사전조사 

된 상태변수들로 상태진단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상태변수의 개수를 조절 할 경우에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상태변수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라

도, 보안이나 센서 단가, 센서 수명 등의 이유로 측정할 수 있는 상태변수가 

제한 될 경우 포기할 수 있는 변수와 그렇지 않는 변수를 가르는 근거가 필

요하다. 또한 인식하고 있는 상태변수만으로 적절한 상태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변수를 추가해야 할 때도 변수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상발생과 상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손 쉬운 방법

은 정상작동구간과 이상발생구간의 상태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상태변수의 개수 점점 늘어날수록 이를 동시에 관찰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사람은 주로 2차원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직관적

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약간의 숙련과정을 거쳐 3차원 형태로 가시

화 시킨 데이터 역시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변수 가시화 기법

은 여러 개의 변수 거동을 2차원 혹은 3차원의 그림들로 나타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널리 알려진 다변수 가시화 기법으로는 자기조직화 지도 (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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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Organizing Map)[7], HiperSlice [24], HyperBox [25] , GTM(Generative Topographic 

Mapping)[26], Scatter Plot[27], Parallel Coordinate[28], HAT(Hierarchical Axes 

Technique)[29] 등이 있다. 이 중 자기조직화 지도는 Big Data의 Data Mining에

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 시스템의 설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SOM은 데이터의 질적 설명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보려고 하는 상태변

수의 이상발생과 관련된 특성 역시 관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진단 레벨 1단계에서 상태변수의 설정 및 적응형인자

의 특성 고찰에 SOM을 적용하고, 이상발생에 기여도가 큰 적응형 인자를 

판별하여 상태진단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설계된 상

태진단 기법의 순서도는 그림과 같다.  

 

 

Figure 26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59 

3.2. 자기조직화지도 (SOM) 

3.2.1. 자기조직화 지도의 기원과 개념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는 이를 처음 고안한 Teuvo 

Kohenen의 이름을 따 Kohenen map이라 불리기도 하며, 대뇌피질 중 시각피

질을 모델화한 것으로 자율학습(Unsupervised Learning)에 의한 Data Mining 

기법의 하나이다. 또한 차원을 줄여서 가시화하는 방법 데이터 가시화 기법

으로도 사용된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눈의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시각적인 자극을 이해

하는 방법도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며칠 후 아기는 시신경에 전달되는 

자극과 눈에 보이는 모양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방법을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러한 신경망의 학습과정에서 착안한 자기조직화 

기법은 주어진 입력데이터에 대하여 해답을 미리 주지 않고 자율학습으로 

데이터를 조직하며, 결과물로 2차원의 지도들을 생성한다. 또한 이 자기조직

화 지도는 입력 공간에서 주어진 위상(topological)속성을 보존한다. 따라서 

SOM은 고차원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낮은 차원으로 변환해서 보는데 유용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SOM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계공학

에서는 Data Mining을 통한 시스템 설계에 주로 이용된다.[30,31]  

동일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공펌프 시스템의 이상발생원인을 파악

하는데 SOM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진공펌프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 회전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발생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에 따른 증상

도 다양한 편이다. 상태변수인자들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상발생 원인에 따른 상태변수 혹은 상태변수인자들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SOM 기법은 여러 개의 목적함수에 대한 위상분포와 각 상

태변수인자들의 위상분포를 각각의 지도에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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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용하고자 하는 진공펌프 시스템뿐 아니라 일반적인 회전기계의 상태진

단에도 충분히 적용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Figure 27 Illustration of Self-Organizing Map mode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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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자기조직화 지도의 적용 원리 

자기조직화 지도는 자율학습과정을 통해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의 데이터로 비선형 사영시키는 알고리즘이다. 이 사영기법은 신경망의 

저차원 배열의 자기조직화에 기초한다. 사영 알고리즘에서, 입력변수와 신경

망 배열간의 가중치는 저차원으로 나타낸 지도에서도 고차원 데이터의 특징

을 잘 나타내기 위해 조정된다. 만약 유사한 두 패턴이 원본 데이터에 존재

한다면 유사함은 저차원의 지도에서 두 이웃한 신경망에 존재한다. 그러므

로 자기조직화지도는 입력데이터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축소된 차원에서 이

를 표현 할 수 있다.  

 자기조직화 지도에 사용되는 하나의 신경세포는 가중치벡터 mi와 연결

된다.  

[ ] ),......,1(,.....,, 21 Mimmmm iniii ==  (3.2.2.1) 
 

이때 n은 입력벡터의 차원과 같고, M은 신경망의 개수이다. 각각의 뉴런

은 인접한 뉴런과 Figure 28처럼 6방정계의 형태로 연결된다.  

 

자기조직화지도의 학습알고리즘은 식()와 같이 입력 변수 X1에 대해 가장 

잘 매칭되는 유닛 (mc)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1(min 11 MkmXmX kc =−=−  (3.2.2.2) 
 

입력 변수 X1의 데이터들을 모두 Figure 28의 각 뉴런에 매칭시킨다. 초기

에는 입력변수와 출력 레이어 사이에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최적화 되지

는 않은 상태이다. 

 다음 단계로 인접한 이웃 신경망과의 데이터 교환을 통해 이전단계에서 

설정한 매칭이 최적매칭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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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이웃한 신경망 중 하나와 이미 매칭된 뉴런의 위치를 교환하였을 

때 식(3.2.2.2)와 같이 교환전의 신경망간의 거리의 합이 교환 후의 신경망 

간의 거리의 합보다 크다면 이전의 배치는 최적의 상태가 아니므로 신경망 

간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데이터를 교환한다.  

( ) ( )∑∑
==

−>−
6

1
,

6

1
,

j
jChangec

j
jOriginc mmmm  (3.2.2.2) 

 

위 과정을 X1의 모든 데이터에 적용시키고 나면, 두 번째 변수 X2부터는 

X1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초기 최적 매칭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웃신경망과의 데이터교환을 통해 최적화를 진행한다. X1부터 

Xn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번의 학습과정이 종료되며, 이를 충분

한 수만큼 반복한다. 데이터가 더 이상 교환되지 않고 안정화 되면 자율학

습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며, 위 과정에 필요한 반복 학습 횟수를 줄이기 

위해 hierarchical SOM(HSOM)[33], Growing Grid SOM(GGSOM)[34], Growing 

Hierarchical SOM(GHSOM)[35] Scalable SOM(SSOM)[36] 등 여러 가지 기법들

이 제안되었다.  

최종적으로 학습이 종료되고 나면 n개의 변수로부터 n 장의 2차원 지도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지도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모이게 되므

로, 이를 통해 데이터 중 목적함수의 지도와 나머지 보고자 하는 상태변수

의 지도를 비교하여, 목적함수의 거동과 상태변수의 거동을 쉽게 비교 할 

수 있다. [37] 

본 연구에서 적용하려는 진공배기시스템의 경우 APM을 통해 공정배치별

로 한 세트의 적응형인자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이상발생 전후의 

배치들은 따로 군집하게 될 것이고 적응형 인자들 중 전후의 배치가 따로 

군집하는 인자들이 상태이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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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the best matching neuron and its Neighbor neurons on the hexagonal topology 
layer used in S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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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목적함수의 설정 
SO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태변수와 상관관계를 비교할 목적함수를 설

정해야 한다. 예컨대 비행기 날개 설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양력계수나 항

력계수 그리고 모멘텀 계수 등이 목적함수의 역할을 하며 익형의 형상 설계

변수들과 목적함수와의 상관관계를 시각화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불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생산품의 불량률을 목적함수로 하여 상태변수들

과의 상관관계를 파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ure 29와 같이 하나의 목적함수와 3개의 상태변수인자에 대

한 자기조직화 지도가 생성될 경우, 1번과 3번의 상태변수 인자는 목적함수

와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다. 1번의 경우 목적함수와 역 위상분포를 

지니며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번의 경우 목적

함수와 거의 유사한 위상분포를 보이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번의 경우 목적함수와 별개의 위상분포를 보이며 이로 미루

어보아 Figure 29와 같은 경우 1,3번 상태변수인자는 시스템의 상태진단에 

중요도가 높은 인자라고 판단 할 수 있으며, 2번의 상태변수 인자는 상태적

으로 중요도가 낮은 과잉정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진공펌프시스템은 펌프의 사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 등의 이유로 펌프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이다. 펌프의 성능과 관련된 

변수 중 펌프의 성능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배기속도지표를 목

적함수로 하여 자기조직화 지도를 도시하였다.  

 



 65 

 

Figure 29 Example of objective function map and parameter maps 

  

Objective Function Parameter 1

Parameter 2 Parameter 3



 66 

3.3.1. 배기속도 

배기속도(Pumping Speed)란 펌프에 의한 단위시간당 배기 용적을 나타내며, 

펌프의 성능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이다. 배기 속도는 주로 throughput method, 

orifice method, pump-down method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며[38], ISO에서는 

시간에 따른 압력 값과 테스트 돔의 체적을 알 경우, 배기속도는 펌프다운

(pump-down) 방법으로 측정 할 것을 추천한다[39]. 펌프다운 방법은 Figure 30

와 같이 미리 설치된 측정 장치에서 퀵 액팅(quick-acting) 밸브를 일정시간 

동안 열어서 그 시간 동안 테스트 돔(test dome)에서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여 

배기속도를 측정 하는 방법이다.  

펌프와 퀵 액팅 밸브 사이의 체적(Vi)을 고려할 때 밸브를 작동함과 동시

에 돔의 압력은 pt1에서 pt1w로 떨어진다. 펌프가 작동하고 있을 때 t1에서 

밸브를 열고 t2에서 밸브를 닫는 시간(△t1) 동안 등온팽창(isothermal 

expansion)을 한다고 가정하면 테스트 돔의 압력은 pt1w 에서 pt2w로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t2에서 밸브를 닫은 이후 열적 평형(thermal equalization)을 위

해 기다리는 시간(△t2) 동안 돔에서의 누출 및 기체 탈착이 없다고 가정한

다면 배기속도Qv는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wt

wti
V p

p
t
VV

Q
2

1

1

ln
∆
+

=  (3.2.2.2) 

 

그러나 배기속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펌프시스템에서 펌프를 분리하여 테

스트 돔에 장착해야하며 진공이라는 물리적 특성상 몇 시간 이상 기체를 안

정시킨 후에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pt2w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닌 평형상

태 압력(equilibrium pressure)인 pt2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펌프다운 이후에도 

자연적으로 온도 평형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대기하여야 한다. 이는 공정 

진행 중에 펌프의 성능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태진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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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변수로는 부적절하다. 또한 같은 이유로 SOM에서 비교할 목적함수로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펌프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

더라도 공정과정에 영향을 주지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펌프의 성능을 진단 

할 수 있는 배기속도지표(PSI, Pumping Speed Indicator)를 대신 목적변수로 제

안하였다.  

 

 

 
 

  

Fig. 1 이거 캡션 Figure 30 (a) test doom set up and (b) pressure signal in log-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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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배기속도지표 (PSI) 

앞서 보았듯, 반도체 제공정의 입구부 압력 사이클은 가스출력 상태와 유

휴상태로 나뉜다. 이때 가스 출력 상태에서 유휴상태로 전이하는 부-전이구

간(negative transform section)이 존재한다. 여기서 부전이구간의 물리적 특성은 

돔의 기체를 빼내는 동안 시간에 따른 압력 값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펌프다운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Figure 31과 같이 부전이구간에서 지

수 감소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매 부전이구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소감소 구간의 비교를 통해 펌프의 성능 변화를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구간에서 식(3.2.2.2)의 변수들을 적용시켜보면, 우선 압력변수들은 실시

간 측정할 수 있다. V+Vi는 정확한 값은 측정 불가능하지만, 온도변화에 의

한 팽창을 무시 한다면 분명히 고정된 상수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배기속

도 Qv 대신 배기속도지표(PSI)로 Qv/(V+Vi)를 제안 할 수 있다. 반복되는 공

정 마다 PSI의 변화 추이를 관측하면 펌프 성능이 초기에 비해 얼마나 저하

되었는지 진단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진공공정 부-전이 구간에서의 압력 값의 변화는 Fig 2-(B)와 같

이 나타난다. 여기서 두 번의 지수감소 구간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압력이 전이 전 초기압력인 P0의 약 90%에서 30%로 감소하는 구간, 그

리고 약 7%에서 1%로 감소하는 구간에서 지수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이 두 

번의 지수감소 구간에서의 배기속도지표를 각각 PSI1, PSI2라 하며, 측정을 

위해 약간의 마진을 두어 p1은 p0의 80%, p2는 p0의 40%라 하고, p3와 p4는 

각각 p0의 5%와 2% 로 설정하면 식(3.2.2.2)와 같이 PSI 값을 얻을 수 있다. 



 69 

 

Figure 31 Inlet pressure data (a) batch process (b) negative transform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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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1은 압력 값이 p1에서 p2로 감소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고, △t2

는 압력 값이 p3에서 p4로 감소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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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배기속도지표의 측정 
 

제안한 배기속도지표를 실제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에 적용하여 배기속도

지표를 이용한 펌프의 상태진단이 가능한지 검증을 한다. 펌프가 공정에 사

용되어 성능저하로 인해 교체되기 까지 압력센서(Pfeiffr Vacuum, CMR 362)로 

입구부 압력을 100ms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정 시 각 부전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PSI값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PSI를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정상적

인 부-전이구간 외에도 비정상적인 부-전이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Figure 

32은 공정이 진행되는 하루 동안의 압력 값을 도시한 것으로 매 부-전이구

간마다 ▽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보면 주로 2가지 타입의 비정상 부-전이 

구간이 발생한다. 타입 A는 그림의 3번째와 6번째 부전이 구간에서 나타난 

것으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순간적인 증가를 보이는 경우로써, 

누출(leak)이 발생한 경우이다. 타입 B는 4,8,12번째의 부-전이 구간에서 발

생한 것으로, 이것은 공정취소 등 공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가스 출력 상

태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pump-down 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두 번째 타입의 비정상 경우는 실제로 제작 공정이 일어나지 않

았으므로 기록에서 배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타입의 비정상 경우는 

분명히 제작 공정이 이루어 진 경우이다. 여기서 발생한 leak가 밸브의 오작

동으로 인한 것인지 제조 공정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는 데이터 상에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밸브의 오작동으로 인한 leak라 하더라도 펌프 시스템 차원

에서는 문제가 발생 했을지 모르지만, 펌프의 성능 진단만으로 범위를 제한

했을 경우 펌프 성능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진단 기법을 제

안하고 기법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PSI 측정 구간의 재설정을 통해, 

A 타입의 비정상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해당 구간에서 leak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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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고려하여 펌프의 성능상태를 유추 할 수 있는 PSI 값을 얻도록 한다. 

 

 

Figure 32 Inlet pressure sample data : 14 negative transform points(▽) are observed. 
There are normal negative transform cases and two types of abnormal negative transform 
cases.  

앞서 3.3.2에서 p1은 p0의 80%, p2는 p0의 40%라 정했지만, leak 발생을 고

려하여 p값이 상승하게 되면 p2를 상승 직전의 값으로 삼아 PSI 연산 구간

을 설정 할 수 있다.  

그림에서 구간 재설정 이전과 이후의 PSI1 PSI2를 비교하였다. Figure 33과

Figure 34을 비교하면 PSI1의 경우 구간 재 설정을 통해 적절한 값을 얻을 

수 있으나, PSI2의 경우 누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값을 얻을 수 없다. 그

러므로 펌프의 성능상태를 유추 할 수 있는 PSI1만을 PSI값으로 인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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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다만 Figure 34와 같이 하나의 변수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상태를 쉽게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PSI만으로 진공펌프 시스템의 상태를 진단하

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진공펌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상은 펌프의 성능

이 저하되는 경우와 모터 과부하, 베어링 손상, 크랙 발생 등 다양하다. 하

지만 PSI 값만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이상 발생을 감지 하지 못한다. 따

라서 진공배기 시스템은 APM에 기반한 PCA 기법으로 상태진단 및 예지보

수를 수행하되, 본 연구에서는 APM에서 추출한 적응형 인자들의 상태변수

인자로서의 중요도 평가를 위해 PSI를 목적함수로 삼았으며, 조금 더 일반

적인 상태진단을 위해서는 생산품의 불량률 등 복수의 목적함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ure 33 PSI results before abnormal cases el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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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PSI results after abnormal cases el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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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OM 적용 결과 

3.4.1. 적용할 데이터 

앞서 3.3절에서 목적함수로 구한 데이터 케이스에 대해 SOM을 적용하여

적응형 인자들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CASE I와 CASE II의 경우 동일한 라

인에서 동일한 펌프를 사용하였으므로 초기 정상 작동 시에는 거의 동일한 

배기성능을 지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 부산물 침착 등의 이유로 

배기속도가 불량하여 진공배기 시스템의 교체가 있었던 경우이다.  

두 경우의 PSI 결과는 각각 Figure 35와 Figure 36과 같다.  

CASE I의 경우 20일 동안 200여 개의 배치 프로세스 데이터가 기록되었

으며 약 180번의 배치 공정 동안 점차적으로 배기속도가 감소하다 180대 중

반 이후 급격이 배기성능이 저하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상작동구간에서의 

PSI 평균값은 0.095이고, 펌프성능이 저하되어 교체되기 직전의 PSI 평균값

은 0.0458로써 정상작동에 비해 펌프의 48%정도의 성능저하를 보인 경우이

다 

CASE II의 경우 11일 동안 90여 개의 배치 프로세스 데이터가 기록되었다. 

75번째 배치공정 동안 거의 배기속도를 유지하였으나 76번째 배치공정부터 

모종의 이유로 배기속도가 감소한 경우이다. 정상작동구간에서의 PSI 평균

값은 0.0975이고 교체직전의 PSI 평균값은 0.0645로써 정상작동시에 비해 68% 

정도의 성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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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PSI result from C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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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PSI result from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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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Gas-Loaded State data 적용 결과 

Gas-loaded state의 데이터로 비교할 경우 1개의 목적함수 PSI와 36개의 적

응형인자에 대해 자기조직화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우선 CASE I의 경우 Figure 37의 목적함수 PSI의 지도에 나타난 패턴과 

Figure 38의 나머지 적응형 인자들에 나타난 패턴을 비교하여 비슷한 패턴을 

가진 인자들이 더 상태진단에 중요한 인자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특히 상태

이상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기록된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지점이 중요한데, 

이 신경세포들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인자들이 시스템 이상발생시 반응

을 보이는 인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Figure 37와 Figure 38에서 나타난 패턴의 유사한 정도를 Table 7로 나타내었

다. 유사성이 높은 인자가 중요도가 높은 인자이므로 표를 보면 데이터의 

중요도를 쉽게 정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Figure 37 SOM colored by Objective Function, PSI from C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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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OMs colored by Adaptive Parameters from Gas-loaded state batch data of 
C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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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OM pattern similarity between Adaptive Parameters and PSI from Gas-loaded 
state batch data of CASE I 

Adaptive Parameter α β σ 

Inlet Pressure Upper bound. 21% -61% -35% 
Inlet Pressure Lower bound. 3% 37% 23% 

Exhaust Pressure Upper bound. 16% -13% -25% 
Exhaust Pressure Lower bound. -11% -1% -25% 

Booster Pump Current upper bound. -9% -24% -15% 
Booster Pump Current lower bound, 24% 35% 19% 

Dry Pump Current Upper bound. 30% -48% -25% 
Dray Pump Current Lower bound. 10% 27% 13% 

Booster Pump Acceleration Upper bound. 28% -20% -24% 
Booster Pump Acceleration Lower bound. -13% 11% -28% 

Dry Pump Acceleration Upper Bound. -8% -39% -21% 
Dry Pump Acceleration Lower Bound. 21% -48% 18% 

 

마찬가지로 CASE II의 경우에 자기조직화 지도를 그림 과 같이 나타내었

고, 표에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Figure 39 SOM colored by Objective Function, PSI from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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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SOMs colored by Adaptive Parameters from Gas-loaded state batch data of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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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OM pattern similarity between Adaptive Parameters and PSI from Gas-loaded 
state batch data of CASE II 

Adaptive Parameter α β σ 

Inlet Pressure Upper bound. 16% -39% -32% 
Inlet Pressure Lower bound. 4% -17% -6% 

Exhaust Pressure Upper bound. 20% -14% -30% 
Exhaust Pressure Lower bound. -8% -21% -17% 

Booster Pump Current upper bound. 13% -21% 10% 
Booster Pump Current lower bound, 12% -19% 19% 

Dry Pump Current Upper bound. 14% -44% -23% 
Dray Pump Current Lower bound. 11% -24% 1% 

Booster Pump Acceleration Upper bound. 17% -7% -23% 
Booster Pump Acceleration Lower bound. -10% -7% -26% 

Dry Pump Acceleration Upper Bound. 6% -26% 9% 
Dry Pump Acceleration Lower Bound. 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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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Idle state data 적용 결과 

Idle state의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1개의 목적함수 PSI와 12개의 적응형

인자에 대해 자기조직화 지도를 그릴 수 있다.  

목적함수 PSI의 조직화 지도 는 Gas-loaded state와 Idle state의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같이 학습에 참여하는 데이터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출 할 수 있는 최적매칭 역시 달라기 때문이다. Figure 41의 목적함수 PSI의 

지도에 나타난 패턴과 Figure 38의 나머지 적응형 인자들에 나타난 패턴을 

비교 하여 Idle state에서 얻을 수 있는 적응형 인자들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Figure 37와 Figure 38에서 나타난 패턴의 유사한 정도를 Table 9로 나타

내었다.  

 

Figure 41 SOM colored by Objective Function, PSI from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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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SOMs colored by Adaptive Parameters from Idle state batch data of C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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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OM pattern similarity between Adaptive Parameters and PSI from Idle state 
batch data of CASE I 

Adaptive Parameter α β σ 

Inlet Pressure  6% -54% -29% 
Exhaust Pressure  -4% 19% 17% 

Booster Pump Current 5% 2% -23% 
Dry Pump Current -5% -22% -15% 

Booster Pump Acceleration 6% -42% -15% 
Dry Pump Acceleration -17% -39% 1% 

 

마찬가지로 CASE II에서 얻은 PSI의 지도와 나머지 적응형인자들의 지도

를 각각 Figure 43와 Figure 44에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유사성을 Table 10에 나

타내었다. 

 

Figure 43 SOM colored by Objective Function, PSI from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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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SOMs colored by Adaptive Parameters from Idle state batch data of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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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OM pattern similarity between Adaptive Parameters and PSI from Idle state 
batch data of CASE II 

Adaptive Parameter α β σ 

Inlet Pressure  35% -80% 8% 
Exhaust Pressure  -14% -19% 32% 

Booster Pump Current 3% -10% 19% 
Dry Pump Current 13% -19% 17% 

Booster Pump Acceleration 18% -29% 0% 
Dry Pump Acceleration -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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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SOM 결과 분석 

2가지 케이스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응형 인자의 중요도를 일반

화 시키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중요도의 정량적인 파악이 아닌 정성적

인 수준에서 중요도가 높은 적응형 인자의 구분은 가능하다. 위 결과들에서 

주목 할 부분은 두가지 이다.  

첫째, 목적 함수인 PSI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변수들의 집합이다. 

Gas-loaded state의 데이터에서 얻은 적응형 인자들 중에서는 CASE I과 CASE 

II 둘 모두 IP βU, IPσU, DC βU 그리고 DAβU가 공통적으로 PSI와 유사한 패턴

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CASE I의 경우에는 BC βL 과 DAβL이 CASE II의 경

우에는 EPσU와 BAσL 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띄었다. 반면 Idle 상태

의 데이터에서 얻은 적응형 인자들 중에서는 IPβI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띄

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인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주목 할 부분은 PSI와는 별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인자들의 

집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기속도의 저하를 나타내는 배기속도지표를 목적

함수로 설정하였지만, 배기속도의 저하는 펌프의 이상 발생에 의해 나타나

는 현상이지 이상발생의 원인은 아니다. 즉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것

은 이상발생을 의미하지만, 이상발생의 이유가 항상 성능저하인 것은 아니

며 그 외에도 모터 과부하 등의 다른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 역시 항상 존재

한다. 때문에 서로 상관도가 높은 인자들의 집합 역시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Gas-loaded state에서는 DCβU와 BAβU 

두 인자간의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BCβU와 BCβL, DAβU, DAβL의 

네 인자간의 유사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SOM을 통해 적응형 인자들의 상태변수인자로서의 중요도

를 파악하여 주요인자만을 상태진단에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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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와 유사도가 높은 인자들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인자들만을 이용하여 상태진단을 진행하였다. 다만, 현재처럼 하나의 이상요

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이 아닌 복수의 이상발생요인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인자에 대한 사용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자 별로 이상발생요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여 각각의 

인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요도와 인자에 부여할 가중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정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이상발생요

인에 대한 안정성 있는 상태진단 결과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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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태진단 결과 및 검토 
앞서 2장에서 소개한 기존의 알고리즘과 여기서 3장에서 소개한 SOM을 

통한 인자 선별과정을 추가로 거친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선별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적용

할 데이터는 앞서 3.4.1에서 소개한 두 CASE의 데이터 세트이다. 이 중 

CASE I은 비교적 T2 만으로 적절한 상태진단 결과를 보인 바있고, CASE II의 

경우 T2와 Q 상태값을 병행하여 상태진단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우선 SOM을 통한 인자 선별유무에 따른 주성분 구

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둘째로 T2 상태값 만으로 적절한 상태진단이 이루어

지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상발생 및 예지보수를 위한 판단 기준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상 발생 요인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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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성분 결과 분석 

4.1.1. APM기법을 이용한 CASE I 결과 분석 

CASE I의 경우 Gas-loaded state의 batch 데이터 들로부터 각 36개의 개의 

적응형 인자를 얻을 수 있다. 이를 2.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고유근의 

95%에 해당하는 주성분만으로 차원축소를 진행하면 그림과 같다.  

 

Figure 45 Eigenvalue of PC and accumulated eigenvalues (Gas-loaded state of CASE I) 

 

총 4개의 PC로 차원축소가 되며 각각의 PC를 구성하는 적응형 인자들 중

에서 상위 5개씩을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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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ominant constituents of PC from Gas-loaded state data of CASE I 

PC1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32 DA bu 0.72 

2 11 EP bl 0.49 

3 8 EP bu 0.45 

4 35 DA bl 0.15 

5 5 IP bl 0.10 

PC2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32 DA bu -0.61 

2 11 EP bl -0.48 

3 8 EP bu -0.44 

4 2 IP bu 0.42 

5 5 IP bl -0.13 

PC3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2 IP bu 0.74 

2 5 IP bl 0.46 

3 11 EP bl -0.28 

4 32 DA bu 0.21 

5 8 EP bu -0.21 

PC4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26 BA bu 0.72 

2 35 DA bl 0.35 

3 14 BC bu 0.30 

4 29 BA bl 0.28 

5 2 IP bu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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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해당되는 적응형인자들을 보면 3.4에서 분석한 Gas-loaded 상태에

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인자 IP βU, IPσU, DC βU 그리고 DAβU중 에서 IPσU 를 

제외한 세 인자 모두 포함되어있다.  

Idle state의 batch 데이터 들로부터는 각 18개의 적응형 인자를 얻을 수 있

으며 마찬가지로 차원축소를 진행하면 그림과 같다. 

 

Figure 46 Eigenvalue of PC and accumulated eigenvalues (Idle state of CASE I) 

 

총 2개의 PC로 차원축소가 되며 각각의 PC를 구성하는 적응형 인자들 중

에서 상위 3개씩을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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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ominant constituents of PC from Idle state data of CASE I 

PC1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2 inlet pressure bi 0.84 

2 5 Exhaust pressure bi 0.39 

3 8 Booster pump current bi 0.37 

     

PC2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5 Exhaust pressure bi -0.88 

2 2 inlet perssure bi 0.35 

3 17 Dry pump ACC bi -0.27 

 

Gas-loaded 상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3.4에서 분석한 IPβI 인자가 모두 포

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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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APM기법을 이용한 CASE II 결과 분석 

CASE II의 데이터 역시 CASE I과 동일한 방식으로 APM을 통해 얻은 적

응형인자들로 주성분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Figure 47 Eigenvalue of PC and accumulated eigenvalues (Gas-loaded state of CASE II) 

4개의 주성분으로 차원 축소된 CASE I과 달리 CASE II의 경우에는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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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4 6 8 10 12 1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PC number

va
ria

nc
e 

ex
pl

ai
ne

d 
(%

)



 95 

Table 13 Dominant constituents of PC from Gas-loaded state data of CASE II 

PC1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33 DA σU 0.31 

2 36 DA σL 0.29 

3 15 BC σU 0.28 

4 18 BC σL 0.25 

5 31 IP σL 0.24 

PC2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20 DC βU 0.31 

2 26 BA βU 0.27 

3 27 BA σU 0.26 

4 21 DC σU 0.26 

5 19 DC αU -0.26 

PC3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32 DA βU 0.31 

2 14 BC βU 0.31 

3 35 DA βL 0.31 

4 17 BC βL 0.31 

5 29 BA βL -0.30 

PC4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8 EP βU -0.36 

2 5 IP βL -0.36 

3 2 IP βU -0.35 

4 23 DC βL -0.31 

5 25 BA αU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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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5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6 IP σL 0.35 

2 22 DC αL -0.31 

3 23 DC βL 0.26 

4 4 IP αL -0.25 

5 24 DC σL 24 

 

3.4절에서 구한 주요인자와는 다른 인자들로 구성된 주성분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Idle state의 주성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Figure 48 Eigenvalue of PC and accumulated eigenvalues (Idle state of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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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Dominant constituents of PC from Idle state data of CASE II 

PC1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18 DA σI 0.44 

2 15 BA σI 0.44 

3 14 BA βI 0.43 

4 17 DA βI 0.43 

5 16 DA αI 0.33 

PC2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1 IP αI -0.49 

2 2 IP βI 0.38 

3 7 BC αI -0.37 

4 8 BC βI 0.34 

5 12 DC σI 0.30 

PC3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3 IP σI 0.57 

2 9 BC σI 0.52 

3 5 EP βI -0.27 

4 7 BC αI 0.25 

5 11 DC βI -0.24 

PC4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5 EP βI -0.52 

2 8 BC βI 0.43 

3 4 EP αI 0.40 

4 11 DC βI -0.39 

5 2 IP βI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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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5 

top 5 parameter number parameter Symbol Coefficient 

1 13 BA αI -0.69 

2 16 DA αI -0.49 

3 17 DA βI 0.20 

4 2 IP βI 0.19 

5 11 DC βI 0.19 

 

위 주성분 목록을 보았을 때, CASE I의 경우 적절한 차원축소가 이루어 

졌고, 차원 축소 후 남은 주성분들을 분석해보면 SOM을 통해 확인된 주요

인자들이 주성분들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CASE II의 

경우 Gas-loaded 와 Idle 모두 적절한 차원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원 

축소 후 남은 주성분들을 구성하는 인자 역시 SOM을 통해 확인된 주요인

자와는 상이한 인자들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SOM을 통해 확인한 주요인자가 아닌 인

자들로 이루어진 2차원 행렬을 통해 주성분 분석을 할 경우 T2 상태값으로 

적절한 상태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가정했다. 따라서 다음장에서 

CASE I과 CASE II의 T2와 Q 상태값을 이용한 상태진단 결과를 보고 위 가

정이 옳음을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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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태값 T2와 Q 결과 분석 
앞서 3.4절에 사용된 데이터의 PSI 값을 참조하면 대략 몇 번째 배치에서

이상발생이 일어났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35의 경우 180 중반 이후 

펌프의 성능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Figure 36의 경우 70 

중반 이후 펌프의 성능이 갑자기 감소 했음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CASE I의 경우 180중반 정도에서 T2값이 UCL을 초과해야하며, CASE 

II의 경우 75~6번째 배치에서 T2값이 UCL을 초과해야한다.  

4.1절의 주성분으로 구한 CASE I의 Gas-loaded state와 Idle state의 T2 결과

는 아래와 같다.  

  

Figure 49 T2 results from Gas-Loaded data of C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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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T2 results from Idle state data of C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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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지만, Figure 51~Figure 54 의 결과로 볼 때 대략적인 추세는 만족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Batch number

T2

IDLE DATA T2 chart

 

 

T2

UCL



 101 

 

Figure 51 Q results from Gas-Loaded state data of Case I 

 

Figure 52 Q results from Idle state data of C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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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T2 vs Q Chart from Gas-Loaded state data of Case I 

 

Figure 54 T2 vs Q Chart from Gas-Loaded state data of C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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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ASE II의 경우 Gas-Loaded state 데이터의 T2 UCL은 193.7이며 Idle 

state 데이터의 T2 UCL은 145.9이다. Figure 55과 Figure 56을 살펴보면 T2 상태

값이 UCL값을 이상발생 이전에 초과하기도 하고, 이상발생 이후에 다시 낮

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앞서 가정한 것처럼 SOM 주요인

자가 아닌 인자들로 구성된 주성분에 유입된 과잉정보로 인해 적절한 상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Q 잔차 상태값에서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상발생 이전부

터 Q 잔차 상태값이 과도하게 발산하여 UCL 값을 초과하였다.   

 

 

Figure 55 T2 results from Gas-Loaded state data of Case II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50

100

150

200

250
T2 CHART (GAS-Loaded)

 

 

T2

UCL 99%
UCL 20@



 104 

 

Figure 56 T2 results from Idle state data of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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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Q results from Gas-Loaded state data of Case II 

 

Figure 58 Q results from Idle state data of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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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T2 vs Q Chart from Gas-Loaded state data of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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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0 T2 vs Q Chart from Gas-Loaded state data of C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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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인자를 이용한 상태진단 결과 
주요인자들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할 경우 적절한 상태진단이 이루어

짐을 확인하기 위해 CASE II의 주요인자들을 이용해 주성분 분석을 하고 T2 

값을 계산하였다.  

3.4절에서 구한 배기속도지표와 관련된 주요인자를 다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Gas-Loaded state의 경우 IP βU, IPσU, DC βU 그리고 DAβU인자는 CASE I

과 II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요인자이며, CASE I의 경우에는 BC βL 과 

DAβL이 CASE II의 경우에는 EPσU와 BAσL 이 다른 인자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주요도가 높은 인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Gas-Loaded state 의 상태진

단을 위해 36개의 인자 중 8개의 주요인자만을 가지고 주성분분석을 진행토

록 한다.  

주성분을 계산하면 Gas-loaded stat의 경우 Figure 61와 같이 5개의 주성분

으로 차원 축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T2의 UCL 중 Warning을 담당할 

F-분포를 이용한 UCL 값은 25.2로서 T2값이 이 값을 초과할 경우 이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k 값

을 이용한 T2의 UCL의 값은 83.9로 T2값이 이 값을 초과할 경우 실제로 이

상이 발생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Figure 62에 나타난 대로 75번째 배치근

처에서 T2 값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이후의 추세도 주로 

UCL을 초과한 값을 보이므로 상태진단의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

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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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Eigenvalue of PC and accumulated eigenvalues (from SOM results applied 
Gas-loaded state Adaptive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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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T2 results from SOM results applied Gas-Loaded st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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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자 중 5개의 주요인자를 이용해 주성분 분석을 진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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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Eigenvalue of PC and accumulated eigenvalues (from SOM results applied 
Gas-loaded state Adaptive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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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T2 results from SOM results applied Idle st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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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Idle state의 경우 IPβI와 DAβI, BAβI의 세가지 인

자가 서로 비슷한 거동을 보였으며 Gas-loaded와 유사한 시점에서 이상기여

도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경우 모두 입구부 압력과 전력량과 관련

된 상태변수 인자에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부분

에서 이상이 발생했음을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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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Contribution from SOM results applied Gas-loaded state parameters 

 

Figure 66 Contribution from SOM results applied Idle stat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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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전 연구들을 통해 개발된 회전기계의 상태진단 및 예지보수 시스템에 

대해 2장에서 설명하였다. 상태진단 레벨에 따라 상태변수를 선별하고 측정

하여, 적응형 인자를 추출하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상태값인 T2와 

잔차상태값이 Q 값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상작동 구간에서 구한 T2와 Q

의 값을 이용하여 이상발생과 예지보수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계적 근거

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상발생시에 주성분의 역 연산을 통해 상태값 이

상 거동에 기여한 주성분과 적응형 인자의 기여도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이

상발생의 원인분석에 기초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음 역시 설명하였다.  

하지만 여러 대의 기계를 동시에 진단해야 하는 경우 T2와 Q 값을 동시

에 관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특히 진공배기시스템처럼 Gas-loaded 상태

와 Idle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적절한 변수 혹

은 인자의 선별을 통해 상태진단과 상관성이 떨어지는 과잉정보를 제거함으

로써 Q값을 이용하지 않고도 T2 값 만으로 상태진단 및 예지보수가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하여 펌프성능

과 관련된 인자를 선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펌프의 성능인 배기속도를 나타내는 배기속도지표를 목적함수로 삼아, 각

각의 적응형인자들과 비교하여 자기조직화 지도에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

는 인자들을 선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선별된 인자들만으로 주성분 분석

을 시행한 결과, 첫째 기존에 T2만으로 상태진단이 가능했던 CASE I의 경우 

기존에 차원축소 후 남은 주성분을 이루는 인자가 자기조직화지도를 통해 

선별한 인자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로 기존의 방식으로

는 T2와 Q 를 같이 관찰해야 했던 CASE II의 경우 기존의 차원축소 후 남

은 주성분을 이루는 인자와 자기조직화 지도를 통해 선별한 인자와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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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선별된 인자로 대체하여 주성분을 분석할 경

우 T2값이 개선되어 Q 값에 대한 정보 없이도 상태진단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 두 가지 예로 보아 기존의 통계적인 특성에 의한 차원축소 이전에 시

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성분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상태진단 및 

예지보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안정화 시킴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진공

펌프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전기계의 상태진단 및 예지보수에도 폭

넓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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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ult Diagnosis and Predictive Maintenance for Rotating 
Machinery based on Latent Variable Methods 

 
Kyuho Lee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most of the industry is automated, the need of condition monitoring is tend to 

increasing for the maintenance of the manufacturing system. In particular, since the 

rotating machine has a key role in most of the system, the diagnostics and prognosis 

maintenance of rotating machinery can be the core of the monitoring of the entire 

system. The vacuum exhaust system for the semiconductor production provides a 

vacuum environment for the chemical process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removes impurities and residual compounds and processes. Therefore it plays a key 

role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oduct. 

The vacuum exhaust system should use the multivariate diagnostic technique because 

the state variables are recorded from a number of sensors. In addition, this system has a 

non-linear characteristic, therefore it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existing diagnostic 

techniques, and improved non-linear multi-variable condition monitoring techniques 

are needed. 

In this study, the state multivariable data are linearized by the Adaptive Parameter 

Modeling (APM) method using a statistical characteristic of the state variables.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linearized multivariate data are analyzed with the 

Self-Organizing Map (SOM) techniques. By selecting high priority parameters, state of 

system is monitored by a value of Hotelling's T2 through Multivariate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MPCA). With this state value, the state of system i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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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ly, and the criteria of faults occurrence are proposed. When faults occur, it 

is confirmed that the fault occurrence contribution factor can be determined. 

 

Key words: Diagnosis & predictive maintenance, Self-Organizing Map (SOM), 

Adaptive Parameter Modeling (APM), Multivariat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PCA), Pumping Spee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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