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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계의 결함을 진단하기 위한 다목적 전문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진단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계의 결함을 진단하기 위한 다목적 전문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진단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목적 전문장치의 기본 구성을 나타나는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의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제3도는 사용자와 다목적 전문장치사이의 상호작용을 단계(Steps)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제4도는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의 예비처리 위상동안 수행되는 계산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제4 및 4a-4h도는 비데오(Video) 표시를 나타내는 도면.

제5도는 센서입력데이터 베이스(SID)내에서 발생되는 서명 자료수집 및 변환단계를 나타내는 도면.

제6도는  사용자와  다목적  전문장치사이의  협의  과정(Consultation)  동안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

제7도는  기계정보  데이타베이스(MID)로부터  전달된  적절한  데이타의  지식  베이스(KB)에  의한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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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검색을 나타내는 도면.

제8도는 서명데이타(Signature)를 문제 그룹으로 편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

제9a 및 9b도는 임계식별과정(the threshold identification process)을 그래프로 표시한 도면.

제10도는 기계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시험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

제1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선반구동열(drive train)의 개략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 KB) 

12 :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achine Information Database ; MID)

14 :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ensory Input Database ; SID)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계를  보수,  유지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히는 
기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전문  장치(expert  apparatus)와,  진단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잘 설
계되고  구성된  기계라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없다.  작동부품은  언제가는  마모되고  퇴화되어 
성능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파손된다.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여  비용-효과적인  유용성이  결여되어  파손될때까지의  기간을  기계의 "유효내구
연한(useful life)"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의  유효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상기  유효내구연한동안  기계의  상태를  양호하게  작동시키는 것
이 제조업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끈 분야이다.

본  발명은  기계의  진단,  나아가  보다  양호하게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계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고장수리에  관한  매뉴얼(manual)에서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에  의한 전
문서적에  이르기까지  기계진단분야에  관한  많은  문헌이  나와있으나,  여기에  개시된  기술은  새로운 
것이다.

센서(sensor)를  기초로하는  분석은  많은  제조설비에  있어서의  기계상태  변화를  탐지하기  위한  정비 
관리 계획의 주요한 부분이다.

이같은  분석의  도움으로,  기계의  상태를  검지하고,  큰  설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점을  알게 되
며,  가동시간을  예견하고,  또한  생산성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편리할때  보수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울수 있다.

그러나  기계보수  작업에  임하는  작업자가  센서에  기초한  분석기술을  완전히  파악하여  이용하기 까지
는 수년이 소요된다.

본  발명에  의한  진단  방법에  따르면  경험이  없거나  새로운  기계기술자라도  기계의  문제점을 효과적
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진단,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은  자동차  관련기계를  진단할  목적으로  의도되었으나,  이는  조선산업  및  기타  산업기계에도 
동등하게 응용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기계의  현존하는  결함  및  잠재적인  결함을  진단하는  장치  및  자동화방법은  각각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5항에서 특징지워진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주론기관(柱論機關)(inference  engine)에  덧붙여서  3개의 
독특한 모듈(module)이 포함되는 정교한 장치가 제공된다.

이들  모듈은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achine  Information  Database,  MID),  센서입력 데이타베이스
(Sensory Input Database, SID) 및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KB)등이다.

상기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  모듈은  기계의  각  주요부품,  서로간의  관계  및,  이들  부품의 물리
적 상태를 기술하는 정보(information)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기계를  구성하는  몇가지  주요부품으로서  모터,  풀리(pulleys)  벨트  구동장치, 기어-열
(gear-trains),  해드-스톡(head-stocks),  및  잭샤프트(Jack  Shafts)에  관한  기술정보가  있을  수 있
다.

또한,  벨트의  길이,  풀리의  직경  및,  기어치차의  수(數)등과  같은  부품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센서데이타의  측정점  위치가  데이타의  측정방향과  함께  기계정보데이타  베이스(MID)내에 기
입된다.

상기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는  진단되는  기계상의  여러지점(Points)에서  수집된 센서데이타
(Sensory data)를 포함한다.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기  센서데이타의  예로서는  진동데이타(vibration  data)등이 
있다.

상기 진동데이타는 이들 측정점에서 얻어지는 주파수 및 진동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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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타는  간이수동가속도계  및  기록계(recorder)를  이용하는  기계장치에  의해  수집되어  상기 
데이타가  평면파일(flat  file)로  변환되는  컴퓨터(a  computer)로  이송된다.  그리고,  상기 평면파일
내의 데이타는 지식엔지니어링공구(Knowledge engineering tool)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다.

상기  지식베이스(KB)는  장치의  주요한  모듈을  이루며,  기계정보  데이타베이스(MID)  및 센서입력데이
타베이스(SID)로부터  얻은  동적정보(dynamic  information)를  저장하는  사실베이스(fact  base)  뿐만 
아니라, 진동분석의 규칙(rules)을 포함하는 규칙 베이스(rule base)를 포함한다.

상기  정보는  사실베이스내에  저장되고,  이는  진단하고자  하는  기계를  작업자가  식별함에  따라서 각
각 전문장치와 협의된다.

또한,  사실베이스는  여러가지  기계부품의  정밀도등과  같은  암묵값(暗默値,  dafault  parametric 
value)를 나타내는 정적사실(static fact)를 포함한다.

이들  암묵값은  작업자가  진단되는  기계에  대한  부품의  변수값(parametric  values)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상기  지식베이스(KB)는  전문장치의  심장부이며,  장치의  전문지식(expertise)을  이루는  수백  혹은 수
천개의 규칙(rules)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상기 규칙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즉,  "만일  어느  부품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또한  그  부품을  가로  지르는  위상의  편차가 
낮다면,  다음  3가지  사항을  실행할  것  :  1)  상기  부품의  배열  불량(misalignment)의  가능성을 배제
하라;  2)  상기  부품에  연결된  부품의  불균형  고려를  연기하라;  그리고  3)  조작되고  있는  상기 부품
이 다음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추적하라"; 등이다.

본  발명의  제1특징중  하나는  다른  형태의  여러가지  기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공통목적의 구
조를 갖춘점이다.

예를들어,  상기  장치는  아트연마기의  상태(state-of-the-art  grinding  machine)에  대한  문제점을 진
단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선반,  밀링기,  드릴링기계  및  초정밀  연마장치(superfinishers)등과  같은  정교한 기계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노후된 기계에 대한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진단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전문장치(expert  apparatus)는  제조  및  조립설비에서  발생되는  아주  광범위한 문제
에 적용될 수 있다.

불균형, 배열불량(misalignment), 기계적인 풀림현상, 편심, 구조적인 결함, 부품의 공진
(resonance),  펌프의  공동(空洞)현상,  베어링  마모나  베어링결함에  기인한  문제점,  및  기어에 관련
되는 문제점들이 본 발명의 전문장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의 몇가지 예이다.

본 발명의 전문장치를 이용하여 기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몇가지 유익한 점으로는

(a) 문제부품의 정밀한 식별이 가능하다.

(b) 치명적인 결함으로 발전되기 전에 수리할 수 있다.

(c) 편리하게 예방유지를 계획에 따라 할 수 있다.

(d) 진단과정이 보다 빠르다.

(e) 진단전문기술을 많은 수요자 및 공장에 획포시킬 수 있다.

(f) 부품의 품질이 개선된다.

(g) 기계의 가동시간이 길어진다.

(h) 문제점이 아닌것을 수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i) 폐기물(scrap)을 감소시킨다.

(j) 보다 나은 정비작업을 통하여 장치의 유효 수명을 길게한다.

(k) 기계를 돌보지 않고도 가동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전문장치는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다른  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다목적이
다.

종래의 전문장치는 특정한 각각의 기계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하였다.

예를들어,  종래의  전문장치가  미국특허번호  4,697,243에  나타나있다.  반면에,  본  발명의  장치는 회
전하는  부분품을  갖는  거의  모든  형태의  기계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으로,  보다 적
은 몇가지의 전문장치의 사용이 요구되었을 그러한 다양한 목적을 이행한다.

이러한  보편성은  본  발명의  장치를  어느  특정기계에  한정하여  좁게  고찰(考察)하는  것보다,  각 기계
를 구성하는 부품을 촛점을 맞춤으로써 얻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도움으로서  기계의  수명(나이)  및/혹은  기능에  관계없이  여러종류의  기계에 
대한 일상적인 진단, 보수 유지를 수행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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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계는  이들기계가  아직  보증수리기간내에  있을때,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표준성능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계장치의  제조업자는  출하전에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전문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는 일차적으로 기계의 회전부분에 관련된 기계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나, 이는 필요한 지식정보가 지식베이스(KB)내에 저장되어 있는 한, 왕복운동하는 부품
(reciprocating compoents)을 사용하는 기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조  및  조립설비에서  일반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계적인  문제점이  진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는  진동데이타  대신,  혹은  이에  덧붙여서  센서로  부터  얻어지는  정보(sensory 
information)를  편입시킴으로서  전기시스템,  냉각  및  윤활시스템과,  유압  및  공기시스템에  대한 문
제점을 알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개의  자동검지센서를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온-라인(on-line)  정보를 센
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에  연결시킬수가  있으며,  이는  24시간  연속작동(round-the-clock basis)으

로 기계의 유지 상태를 검지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다목적  전원장치는  반복처리작동이나,  몇가지 정보(alarms)/임계치(thresholding)처리작동으
로 기계상의 다량한 위치로부터 여러 형태의 센서데이타(sensory data)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전문장치에  지능(inteligence)을  더함으로서,  여러가지  센서의  송신작동(polling)  및,  그 
센서데이타의 도착주기성을 조절하도록 만들수도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공장제어장치와  결합시키고,  설비  제어컴퓨터  및  유지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
(network)를 구축하는 것도 본 발명의 장치를 이용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기계명세(machine  descriptions)를  포함하는  컴퓨터  설계장치(Computer  Aided  Design,  CAD)의 데이
타베이스가  본  발명의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계명세  및 설계
정보가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로 직접 입력(down loading)될 수 있다.

이는  중앙에  위치한  기계정보  데이타베이스(MID)로부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여러  기계장치가 
상기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의 보수유지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 설명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의  다목적  전문장치설비는  지식베이스(KB)(10), 기계정보데이타베
이스(MID)(12) 및,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를 포함한다.

제2도를  참조하면,  상기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  및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는 블록
(16)에  나타난  바와같이  지식베이스(KB)로  입력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본  발명의  장치는 가정
(假定)된 결함리스트(list)를 생성한다.

그후 본 발명의 장치는 블록(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함을 호출한다.

또한,  블록(20)에  나타난  바와같이,  상기  장치는  사용자로  하여금  가정된  결함중의  어느  하나를 확
인시키기 위해 어떠한 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확인은  블록(22)내에서  발생되며,  어떤  절대적인  결론보다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결함을 식별하
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결정과정에 근거하여 협의과정(consultation)은 종료된다.

제3도는 본 발명을 정비작업에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따르는 절차를 나타낸다.

블록(24)에  도시된  바와같이  작업자는  먼저,  진단되어지는  기계를  특별하게  구분하는  식별번호를 주
입한다.  그리고,  블록(26)에  표시한  바와같이,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가  이미  그  기계의  명세를 
저장하지  않는다면,  작업자로  하여금  그  기계의  명세를  상기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에 제공하도
록 요청한다(블록 28).

다음,  블록(30)에  나타난  바와같이,  센서입력데이타는  진단되어지는  기계상의  주요지점으로부터 얻
어지고, 이 센서입력데이타는 블록(32)에서 지식엔지니어링 도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다.

본  발명은  Teknowledge,  Inc.에서  제작판매하는  전문장치도구(expert  apparatus  building  tool)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그러나,  역방향  연계  주론기관(backward  chaining  inference  engine)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는  한, 
어떠한 상업적으로 유용한 도구라도 사용될 수 있다.

일단,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  및  센서  입력데이타베이스(SID)정보가  준비되면,  본  발명의 장치
는 블록(34)에서와 같이 협의 과정(consultation)을 가동할 준비가 된다.

블록(36)에서  보는  바와같이,  사용자가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식별된  문제점을  고치고,  필요한 수
리를 종료한 다음에는 새로운 센서데이타가 취해진다(블록 38).

만일  새로운  센서데이타가  아무런  문제점을  나타내지  않으면,  협의  과정은  종료되며(블록  40), 그렇
지 않은 경우, 협의 과정은 새로운 센서데이타로써 반복된다(블록 34).

제4도를  상세히  설명하면,  기계정보  데이타베이스(MID)의  각종  데이타가  블럭(50)에서  사용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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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입력된다.

제4  및  4a-4h도는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본  발명의  장치가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여러가지 입력스크
린(input screen)을 나타낸다.

상기  입력스크린의  도표(Table)를  검토함으로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기계명세는  다음  정보를 포함
한다;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  및  부분품;  부품(components)들의  회전속도;  협의  과정동안 지식베이스
(KB)(10)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속성(attributes)(예를들어  모터의  회전자직경);  여러가지 측정지점
의  성능수준(이  정보는  임계값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계의  공간부위,  부품  및  상기 공간부
위에  위치한  측정점(이는  지식베이스(KB)가  결함  검출에  촛점을  맞추도록  도와준다.);  기계부품의 
연결상태(지식장치는 가능한 결함을 분류하고 가능한 시험을 선택하기 위해 이 정보를 이용한다.)

상기 기계정보 데이타베이스(MID)의 데이타가 입력된 후, 상기 데이타는 예비처리된다.

이러한 데이타를 예비처리하는 목적은 산술계산을 수행하고, 기계의 데이타를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예비처리단계를  기계명세  및  필요한  수식(formulas)을  기억장치내에  입력(loading)함을 포함한다(블
록 52).

다음, 모든 회전부품이 식별된다(블록 54).

블록(56)에  나타난  바와같이,  예비처리기(preprocessor)는  모터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찾아내어 구동
모터에 연결된 회전부품의 주파수를 계산한다.

이러한  상대적인  주파수는  모터축에서  시작하여  예비처리기가  기계전체의  연결부를  따라  가면서 계
산된다.

이 정보는 속성테이블(sttributes table)내에 저장된다(블록 58).

상기 데이타가 처리되는 동안 간단한 오류 체크가 또한 행해진다.

그러나 사용자는 상기 기계데이타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주는 중요한 책임을 갖는다.

데이타 검색을 보다 빨리 하기 위하여 하쉬 테이블(hash table)이나 포인터(pointer)가 사용된다.

일단  예비처리기가  모든  회전부품에  대하여  상대주파수를  계산하고  전파한  후는,  이는  부품의  모든 
부분품들이 동일한 회전주파수를 갖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크를 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  주파수는  부품수준으로  나타내어지며  모든  개별주파수는  부분품의  수준에서 소거
된다.

그 상대적인 회전주파수는 속성 테이블에 다시 기재된다.

이제 속성테이블은 주파수를 포함한 모든 기계정보를 포함한다.

속성테이블을  지식엔지니어링  도구에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해  데이타 컴파일러
(data compiler)가 이용된다.

상기  컴파일러는  인계리스트(link  list)를  이용하여  속성  테이블을  호출하고  다른  정보와  함께 
명칭,  연결부,  영역,  부품,  부품특성,  부분품,  및  기계에  대한  측정점등을  파일(file)에 기록한다
(블록 60).

협의과정(consultation)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는  특정측정지점에서  판독치(readings)를  얻기 위
해 상업적으로 구입가능한 진동데이타 수집장치를 사용한다.

제5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이들  측정점(총체적으로  "루트"(route)라  한다.)들은  기계가  진동정비 스
케줄을 설정할때 결정된다(블록 62).

수집된 데이타 블록(64)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진동의 주파수 및 이에 관련된 진폭

(b) 판독이 행해지는 방향

(c) 측정점

상기  데이타는  그후,  작업자에  의해  가시적인  검사를  위하여  만일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그래프표시
를  나타내는  적절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진동  분석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입력(down 

load)된다(블록 66).

상기  식별된  데이타(a)-(c)는  그후  추출되어(블록  68)지식  엔지니어링  도구에  의해  사용되기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후 지식베이스로 이송된다.

본 발명의 전문 장치에서 실행되는 여러가지 위상(Phase)의 협의과정이 제6도에 나타나 있다.

기계식별위상(Machine  Identification  Phase)(70)이  있으며,  그동안  작업자는  기계  식별번호(ID 
number)를 재촉받는다.

제7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기계식별번호(블록  72)는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
(MID)(12)로부터  관련파일을  찾아내는데  사용되며,  이  파일은  그후  지식베이스내에  저장된다(블록 
74).

이  파일은  전체기계명세를  포함하는  다른  파일의  이름  뿐만  아니라  식별된  기계의 기본텍스트명세
(basic text description)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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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본 텍스트 명세는 사용자에게 표시(Display)된다(블록 76).

사용자는  이것이  옳은  기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받는다(블록  78).  만일  아니라면,  사용자는 
다른기계 식별번호를 요청받게 된다.

만일 옳은 기계라면, 전체기계명세가 지식베이스내로 입력된다(블록 80).

다시  제6도를  참조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특정화위상(problem  Characterization  Phase)(82)이 
실행되며,  여기에서는  기계의  역사  및  어떠한  보고된  증상을  기초로  하여  가능성이  있는  결함에 대
한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이 정보는 많은 질문 및 응답설정을 통해 얻어지며, 또한 이는 다음 사용을 위하여 저장된다.

데이타  포착위상(Data  Acquistion  Phase)(84)동안에,  서명  데이타(Signature  data)가  얻어지며  그 
후는 이는 지식베이스(10)로 이송된다.

그후,  서명  그룹화  위상(Signature  Grouping  Phase)(86)이  실행되고,  여기에서는  상기  데이타를 효
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명데이타의 피크치(peaks) 및 험프치(humps)가 결정되고 체계화된다.

상기 서명데이타의 분석작업은 기계와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서명데이타는 본 발명의 전문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진단과정에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이다.

오직 가장 최근의 서명데이타만이 유효하며, 오래된 서명 데이타의 판독치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서명 그룹화과정은 제8도에 보다 상세히 나타나있다.

서명 그룹화에서의 첫째단계(88)는 피크치와 험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들 피크치는 문제점을 나타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피크치는  다음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  (a)  피크치의  진폭은  전문가가  설정한  예정된  계수, 예를들
어  1.2,  서명데이타의  평탄한  평균곡선의  진폭(각  데이타점의  주위  파장의  평균값)보다  커야  한다. 
(b) 피크치의 진폭은 노이즈(noise) 수준보다 커야한다.

상기  노이즈  수준은  0.1mm(0.004인치)/sec,  또는  0.15mm(0.006인치)/sec와  같은  2개의 사전예정값중
의 하나이다.

만일, 진폭의 70%가 보다 적은 예정값보다 적다면, 그보다 낮은 예정값이 사용된다.

험프치(Humps)는  다음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a)  상기  험프치의  모든  부분은  예정된 최소주파수상
에  있어야  한다.  (b)  모든  험프치는  예정된  최소주파수폭이어야  한다.  (c)  최초  스펙트럼(original 
spectrum)은  험프치의  전체폭에  대하여  노이즈  수준에서  혹은  그  이상으로  높아야  한다.  (d)  평탄한 
험프치는 최소노이즈 수준이상에서 예정된 퍼어센트(percentage)로 유지되어야 한다.

일단  서명데이타가  피크치와  험프치로  분해되면,  이는  지식엔지니어링도구에서  받아들이수  있는 포
맷(format)으로 체계화된다. (블록 90)

각각의  서명  데이터에  대하여는  4개의  주요  데이타  부분에  있다  :  즉  서명배치,  분해선,  방향,  및 
최대주파수이다.

그후 각각의 피크치에 대하여 진폭 및 중앙주파수가 저장된다.

각각의 험프치에 대하여는 최대진폭, 평균진폭, 개시주파수, 및 최종 주파수가 저장된다.

블록(92)에  나타난  바와같이,  동일한  주파수  및  방향을  갖는  피크치와  험프치의 서브그룹(Subgrou
p)이 형성된다.

그후,  블록(94)에  나타난  바와같이,  기계상에서  동일한  공간배치(spatial  location)를  갖는 서브그
룹은 함께 묶어진다.

4이하의  서브그룹을  갖는  합병서브그룹은  너무  작아서  문제가  발생한  기계영역을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같은  합병서브그룹은  해체되어  블록(96)에  나타난  바와같이  조파(조調波,  harmonic)를 기
준으로 다시 그룹화된다.

상기 조파는 기계의 다른 영역에 있는 부품으로부터 반향(echo)하는 주파수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기계영역을 정확히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서브그룹을  그룹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성취된다  :  (a)  첫째  서브그룹을  작은  주파수크기 순서
로  배열한다.  (b)  다음에  가장  낮은  주파수  서브그룹의  주파수에  대한  각  서브그룹주파수의 비율
(the  ratio)을  산출한다.  만일  그  비율이,  예를들어  6과  같은,  예정된  상수보다  적은  정수이면  그 
서브그룹을  첫번째  그룹내로  합병시킨다.  (c)  만일  그  비율이  6혹은  그  이상이면  새로운  비율이 산
출되며,  이번에는  최저주파수  서브  그룹대신  최고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된다.  만일,  새로운 
비율이  6보다  적을  때에는,  상기  서브  그룹이  첫번째  그룹내로  합병된다.  (d)  상기  각각의  비율을 
산출하는 동안 비-정수(non-integer)가 얻어지면 고려되는 2개의 주파수의 최고공통계수가 
결정되고, 상기 고려되는 주파수는 상기 최고공통계수로서 분할된다.

만일,  이  분할결과  6이하의  정수가  얻어지면  고려되는  주파수로  표현된  2개의  서브그룹은 제2그룹으
로 합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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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그룹화과정은 더이상의 서브그룹이 남지 않을때까지 남은 서브그룹에 대하여 반복된다.

만일  서브그룹을  모두  소진시키지  못하면  남아있는  서브그룹  각각은  그후  다수개의  그룹으로 간주된
다.

결국 모든 서브그룹이 여러개의 그룹으로 위치된다.(블록 104)

따라서,  사실  베이스내의  정보는,  다수개의  그룹;  각  그룹에  대한  가장  큰  진폭;  그리고  각  그룹에 
대한 방향, 공정 주파수(nominal frequency), 형태(피크치/험프치)등을 포함하게 된다.

블록(106)에 나타난 바와같이 그룹내의 서명 진폭이 예정된 임계값에 대하여 비교된다.

임계값은 패턴마다 다를수 있다.

임계값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2가지  매개변수(parameter)가  있다;  즉,  서명패턴의  주파수  및 서명
매턴이 나타나는 부품의 성능수준이다.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는 부품에 관련한 성능수준을 포함한다.

블록(108)에  나타난  바와같이,  성능수준은  앞서  사용자가  주입했거나  제공한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
(MID)(12)로부터 얻어진다.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성능수준은  자동적으로  예를들어,  평균성능  수준의  부족값(default 
value)으로 설정된다.

가능한 다른 수준은 아주 높은(very high), 높은(high), 낮은(low), 및 불규칙한(rough)성능들이다.

지식  베이스는  각  성능수준에  대한  테이블을  갖고  있으며,  상기  테이블은  복수의  주파수값  및  이에 
부합하는 허용 가능한 임계진폭을 포함한다.

이들 임계값은 숙련된 자에 의해 설정된다.

임계값은  그후  블록(11)에  나타난  바와같이,  서명패턴의  주파수  및  성능수준을  기초로  하여 순람(順
覽)(look-up)된다.

예를들어,  제9a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각  피크치에  대하여,  A-D로서  식별된,  피크치가  발생되는 주
파수가 서명데이타로부터 얻어진다.

예를들어, 피크치(D)는 주파수 f(D)에서 일어난다.

상기  피크치(D)에서  판독치가  얻어지는  부품의  성능이  고정밀부품이라고  하면,  이에  해당하는 임계
값 a(D)이 제9b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고정밀도테이블에서 얻어진다.

만일, 피크치(D)에서의 진폭이 임계값 a(D)이상이라면,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다.

만일, 어느 그룹내의 어떠한 진폭이 임계값이상이라면, 그 그룹은 문제 그룹으로 설정된다.

그러면,  본  발명의  장치는  동일  공간부위내의  다른  그룹을  살피고,  임계값의  80%인  진폭에  대하여 
이들을 체크한다.

만일, 그러한 진폭이 존재하면, 이 역시 문제 그룹으로 표시된다.

이들은 잠재적인 문제를 갖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때, 문제의 형태는 알지 못한다.

이 시스템이 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이거나 그렇지 못한 것일수 있다.

만일 진폭값이 임계값의 80%-100%에 있다면, 잠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그룹들만이 다음의 분석으로 고려된다.

한번에 오직 하나의 주파수 그룹만이 분석될 것이다.

제6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블록(112)에서  본  발명의  장치는  사용자가  제공한  증상(Symptoms)  및  그 
증상을  나타내는  기계의  관련부품과  진폭이  임계값을  초과하는  량에  의해  결정되는  결함가능성의 정
도에 따라 주파수그룹을 분석하는 순서를 추천한다.

다시말해서  사용자가  문제를  갖추었다고  판단한  부품을  포함하거나,  혹은  사용자의  입력정보가  없을 
경우, 높은 진폭값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주파수 그룹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서를  이룬  주파수그룹이  결정된  후,  본  발명의  전문  시스템은  블록(114)에서  지시된  바와같이 제1
주파수그룹을 진단하기 시작한다.

블록(116)에서는,  상기  제1그룹내의  서명데이타(signatures)  및,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에
서  얻은  서명데이타와  기계부품에  관련된  규칙(rule)을  기초로하여  가능성이  있는  결함부위가 식별
된다.

상기  결함부위가  식별된  후,  이들  부위는  블록(118)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전문장치에  의해 우선순
위가 결정된다.

상기  우선순위는  문제특정위상(82)동안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타  및  만일  있다면,  사용자에  의해서 
잠재적인 문제부품으로서 식별된 부품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블록(120)에서  나타난  시험배칭위상(Test  Batching  Phase)동안  본  발명의  전문장치는  만일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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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순위가  정해진  결함을  확인하는데  어떤  시험이  필요한가를 결정한다.(블
록 122)

시험은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하도록  하기  위해  배치(batch)처리로  수행될  것이 전
문장치에 의해 요청된다.

시험을  배치처리로  수행함은  사용자에게  2가지  잇점을  안겨준다  :  즉,  이는  데이타를  수집하기  위해 
계기로  가는  횟수를  줄여주며;  또한  수행할  한  종류의  시험을  제공하여,  이로인해  기술자는  기계를 
해체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울수 있다.

수행될  시험의  선택은  시험결과  이끌수  있는  잠재적인  결함결론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직면해야 
하는 예비조건을 기초로 한다.

각각의  결함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시험명령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기준
은 (a) 통상적으로 숙련된 조작자가 시험을 행하는 용이성; (b) 시험이 가능높은 확신계수
(certainty  factor,  CF)를  갖는  결함을  식별하는  것을  도울  가능성;  (c)  다음시험과의  연관관계(즉, 
벨트분리시험전에는  벨트  늘어짐(belt  loosening)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등을  기초로 한
다.

일단  각  결함에  대하여  시험명령이  식별되면,  각  결함에  대하여  순서대로  상기  언급된  기준에  따라 
첫째 2개의 시험이 그룹화되고(블록 126) 명령된다.(블록 128)

그후 사용자는 명령된 시험그룹내의 첫째 5시험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블록 130)

장치는 수행된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질문할 것이다.

사용자가  제공한  입력정보에  규칙이  적용되고,  결함  및  그  순위에  대한  부가  및  조정이  블록(132)에 
표시한 바와같이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시험결과에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는  결함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변화시키고(증가  혹은 감
소); 결함을 배제하며; 모든 나머지가 배제될 때까지 결함의 고려를 연기하거나; 결함을 확인한다.

블록(134)에서  나타낸  바와같이,  만일  아무런  결함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주파수  그룹에  대하여 이
미 수행된 시험이 포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험 배칭절차는 블록(122)에서 시작하여 다시 
수행된다.

다시  제6도를  참조하면,  블록(136)에  나타난  바와같이,  문제  주파수  그룹에  대하여  일단  결함이 확
인되면, 블록(114)에서 시작하여 다음 문제그룹이 분석된다.

만일,  더이상의  주파수  그룹이  남아있지  않다면,  모든  결함의  요약(Summary)  및  필요한  수리  내용의 
추천이 제공되며(블록 138) 협의과정(consultation)은 종결된다.

또한, 상기 요약은 문제점을 교정한 어떠한 시험도 식별한다.

몇몇경우에  있어서,  장치가  100%확실성을  갖고  결함을  확인할  수  없을때,  현저히  높은  확실성을 갖
는  결함이나,  또는  수리를  할  시간이  또다른  진단시험을  수행하는  시간보다  적게  소요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리를 제안할 수도 있다.

식별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이 표시된다.

결국, 문제를 지닌 정보가 출현하면, 이 정보가 보고된다.

주파수그룹의  진단동안,  본  발명의  장치는  관련결함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어떤  수리가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비록  100%  확실하지  않더라도,  본  발명의  장치는  수리를  하려고  하는  숙련된 인간
같이 작동한다.

일단  필요한  수리가  행해지면,  새로이  설정된  서명이  취해지고  센서입력  데이타베이스(SID)(14)내로 
진입한다.

상기  수리가  정말  문제를  교정했는지를  입증하고자  할때는,  시스템은  사실베이스내에  대부분의 사실
을 재설정한다.(기계 데이타, 역사데이타, 및 취해진 수리작용은 제외외.

새롭게 요청된 서명데이타가 처리된다.

어떠한 새로운 증상정보(symptom information) 역시 처리된다.

만일,  임계값을  초과하는  서명패턴이  없고,  또한  문제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장치는  모든  문제가 
정확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진단사이클을 반복한다.

선반  구동열(lathe  drive  train)과  같은  간단한  기계에  본  발명을  적용하는  실시예를  제11도에  따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시험에 사용되는 기계는 제1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아래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구동모터(140)

벨트드라이브-1(142)

벨트드라이브-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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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clutch)(146)

잭샤프트(jack Shaft)(148)

벨트드라이브-3(150)

구동스핀들(work spindle)(152)

처크(chuck)(154)

라이브센터(Live Centre)(156)

테일스톡(Tailstock)(158)

문제  특정화위상(82)동안  사용자의  입력정보  및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로부터의  정보를 기
초로하여  본  발명의  장치가  아래의  가상된  결함,  즉,  벨트드라이브-3의  배열불량(misalignment), 모
터의  불균형(unbalance)  및  벨트드라이브의  헐거움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상기  장치는  이들  결합중 
각각을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는 규칙을 찾는다.

규칙 베이스가 다음의 규칙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만일  :  부품에  고  수준의  진동이  있고,  그  부품이  외팔보(cantilever)의  형태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공진하지 않으며, 그리고 진동주파수가 상기 부품의 회전주파수의 낮은 곱배수(low integral 
multiples)와  대응(match)된다면,  그러면  :  상기  검사되는  부품이  배열불량(misaligned)되었다는 결
론을 내리고, 또한 그 부품이 헐거워진 가능성을 배제한다.

또한, 규칙의 전제부에 포함된 조건 각각이 시험된다.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정보를  기초로하여  벨트드라이브-3상의  진동의  진폭이  임계값을 
넘고,  벨트드라이브-3가  켄틸레버되었거나  공진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장치는  진동주파수가 벨트
드라이브-3의 회전속도의 낮은 곱배수(예를들어 2)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체크한다.

만일  그렇다면,  상기  장치는  2가지  결정을  한다  :  첫째로  벨트드라이브-3이  배열불량되었는지를 확
인하며, 둘째로 가정된 결함리스트로부터 벨트드라이브-3의 헐거워짐 가능성을 제거한다.

만일,  규칙이  실패했다면,  즉,  전제부의  조건중  하나가  만족되지  못했다면  아무런  결론도  내려지지 
않고, 가정된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규칙이 시도될 것이다.

전형적인 협의과정이 하기 실시예 A로서 나타나있다.

아래의 협의과정을 검토하면 본 발명에 의한 장치의 기능을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시예 A]

--------------------기계식별위상---------------

기계의 설비번호(Capital Equipment Number)를 입력하십시요.

＞＞ 88888

당신이  입력한  설비번호는  Lansing  공장에  설치된  물-입펠러-펌프-테스트-유니트로서  기계를 식별하
였음.

옳은가? 어느 하나로 답하십시요.

1. Yes

2. No

＞＞ 1

-----------------문제 특정화 위상----------------

문제 증상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오.

1. 관측기능한 증세가 없다.

2. 진동-과잉

3. 불쾌한-소음

4. 비정상적인-서명

5. 반복된 부분품-파손

6. 부품-품질-문제

＞＞ 1

최근, 이 기계에 다음 어느 것이 발생되었는지를 선택하시오.

1. 아무것도 없다.

2. 기계를 이동시켰다.

3. 부품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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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품을 제거하고 재연결했다.

5. 기계배열을 변경했다.

6. 조작속도를 변경했다.

7. 얼마동안 기계를 공회전시켰다.

8. 비정상적인 서명추세를 관찰하였다.

＞＞ 1

-----------------서명 포착 위상-----------------

당신은 기계 88888에 대한 서명판독치를 끌어내어야 합니다.

서명은, 88888Sig 형태이어야 합니다.

계속할 것입니까?

1. Yes

2. No

＞＞ 1

피크치 및 패턴 식별 … 하였음.

서명 데이터를 그룹으로 체계화 …

****************************주파수 그룹 1******************************

이 그룹은 부품의 임계진폭을 넘는 진폭 판독치를 포함한다.

임계진폭은 이를 넘은 어떠한 판독치도 문제로 간주하는 진폭이다.

그룹내의 판독치를 우선 분석한 결과 가장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다음 부품 혹은 그 근방에 있는 것
으로 가르킨다.

- 구동모터

- 구동 커플링

서명데이타는 이것이 문제인 기계상의 유일한 주파수그룹인 것을 제시한다.

진단을 계속할 것을 원하는가 ?

1. Yes

2. No

＞＞ 1

-----------------주파수 그룹 1의 진단시작-----------

----------------주파수그룹의 공간부위내의 부품--------

구동모터

구동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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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펠러 펌프

구동모터의 회전속도는 1800rpm이다.

구동모터의 실제 작동속도를 RPM으로 입력하십시요.

＞＞ 1800

-----------------관련주파수 부품---------------

구동모터

구동 커플링

임펠러 펌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찾으면 …

임펠러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 배제

구동커플링의 불균형 배제

구동커플링의 축 마춤에 대한 구멍의 헐거움 배제

임펠러펌프의 배열불량배제

임펠러펌프의 불균형 배제

앞서 수행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시험을 찾으면 …

구동모터의 불균형                        ＜61＞

구동커플링의 배열불량                  ＜47＞

구동모터의 장착부 결함                 ＜32＞

공명(resonance)                         ＜32＞

구동모터의 축 휨                          ＜30＞

구동모터의 배열불량                      ＜28＞

구동모터의 과도한 베어링 단부작동   ＜21＞

테스트 배치 생성 …

테스트 배치호출 …

수집위해 측정치를 식별 …

--------------배치번호 1에 대한 시험---------------

장착부 결함 검사시험 :

구동모터의  장착부가  구조적으로  약하거나  무거운  받침대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에  따라 신호
를 약하게 한다는 제안된다.

가장 큰 진폭의 방향으로 구동모터 장착부상의 여러지점에서 1800.0cpm으로 측정을 하십시요.

다음 조건을 찾으십시요 :

1. 장착부의 일단이 높은 판독치(high reading)를 갖는 반면 타단은 낮은 판독치를 갖는다.

2. 판독치는 비슷하나 진폭이 낮다.

3. 판독치는 비슷하나 진폭이 높다.

4. 판독치간에 명확한 관계가 없다.

타격시험 :

기계를 끄고, 최대진폭방향으로 구동모터에 탐침(probe)을 부착하시오.

햄머(Hammer)로서  구동모터상을  혹은  그  가까이를  가볍게  치시오.  그리고  리얼타임분석기(real  time 
analyzer)를 이용하여 모든 반향주파수를 메모하시오.

단부작동상태 시험 :

구동모터상의 베어링사이의 단부작동상태를 체크하시오.

베어링을 가로지르는 위상 시험 :

측정지점이  서로  직접  가로지르는  것을  유의하면서  0도(12시)에서,  혹은  0도  가까이에서  축방향으로 
구동 커플링을 가로질러 위상(Phase) 측정을 하시오. 각 지점에서 위상 각(角)을 기록하시오.

주의  :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는  동안  만일  탐침이  하나의  방향을  지적하고,  다른  지점에서  측정하는 
동안 반대방향을 지적하면, 180°수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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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Batch)처리에 대한 시험 요구 끝---------

-----------배치 1에 대한 시험 데이타 수집위상-----------

장착부 결함검사시험이 끝난후, 다음 조건중 어느 것이 구동모터의 장착부상의 여러지점에서 
1650.0-1950.0cpm으로 측정을 취할때 관찰되었는가 ?

1. 장착부의 일단이 높은 판독치를 갖는 반면, 타단은 낮은판독치를 가진다.

2. 판독치는 유사하나 진폭이 낮다.

3. 판독치는 유사하나 진폭이 높다.

4. 판독치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없다.

5. 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

＞＞ 왜 그런가 ?

만일, 그 결과가 장착부의 일단이 높고 타단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면, 약한 장착부가 있다.

장착부 결함시험을 행한후, 다음 조건중 어느것이 구동모터 장착부상의 여러점에서 1650.0-
1950.0cpm으로 측정값을 구할때 관찰되었는가 ?

1. 마운트의 일단은 높은 판독치를 가진 반면, 타단은 낮은 판독치를 갖는다.

2. 판독치는 비슷하나 진폭이 낮다.

3. 판독치는 비슷하나 진폭이 높다.

4. 판독치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없다.

5. 시험을 행할수가 없다.

＞＞ 설명하시오

어느 하나를 입력하시오.

1. 결합이 고려된다.

2. 결함이 거부되거나 연기된다.

3. 이미 시험이 수행되었다.

4. 왜 질문했는가.

5. 시험을 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6. 출구(EXIT)

＞＞ 1

하나 혹은그 이상을 입력하시오.

1. 하기 모든 결함.

2. 구동모터의 과도한 베어링 단부작동.

3. 구동모터의 장착부가 약함.

4. 공명(resonance)

5. 구동모터의 불균형

6. 구동모터의 축휨

7. 구동모터의 배열불량

8. 구동커플링의 배열불량

＞＞ 1

주파수그룹 1에 대한 결함가정

구동모트의 불균형

초기에 의심되었다 왜냐하면 :

p 결합 3(모터, 1, 불균형) :

부품중  하나가  모터이고  관찰된  피크치중  하나가  1×모터속도(1  times  the  speed  of  motor)이면 가
능한 결함은 그 모터의 불균형이다.

신뢰도를 변경시킨 팩터(factors) :

·결함-6(불균형, 모터) :

연역적가능성을 기초로하여 모터 불균형의 신뢰도를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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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47(1, 불균형, 증가, 대량) :

만일  피크치의  지배적  주파수가  1×부품의  회전속도이면  그  부품의  불균형의  신뢰도를  크게 증가시
켜라.

구동커플링의 배열불량.

초기에 의심되었다 왜냐하면 :

p 결함-3-(커플링, 1, 배열불량) :

만일  부품의  하나가  커플링이고  관찰된  피크치중  하나가  1×커플링의  속도이면  가능한  결함은  그 커
플링의 배열불량이다.

신뢰도를 변경시킨 팩터(factor) :

·결합 6(배열불량, 커플링) :

연역적가능성을 기초로하여 커플링 배열불량의 신뢰도를 변경하라.

·결합 47(1, 배열불량, 증가, 소량) :

만일,  피크치의  지배적  주파수가  1×부품의  회전속도이면  그  부품의  배열불량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소량 증가시켜라.

구동모터 장착부의 약함.

초기에 의심되었다. 왜냐하면 :

p 결합 151 :

만일  모터에  1  혹은  2배의  회전주파수에서  이례적인  장착부와  함께  최대  판독치가  관찰되었다면, 가
능한 결함은 모터 장착부의 구조적인 약함이다.

신뢰도를 변경시킨 팩터 :

·결함 7(약함, 모터) :

연역적 가능성을 기초로 모터약함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변경하라.

공명(resonance)

초기에 의심되었다. 왜냐하면 :

p 결함 8

구조적인 공명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결함이다.

신뢰도를 변경시킨 팩터 :

·결합 7, 1 :

연역적 가능성을 기초로 구조적 공명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교정하라.

구동모터의 축휨

초기에 의심되었다. 왜냐하면 :

p 결함 3(모터, 1, 축휨) :

부품중  하나가  모터이고  관찰된  피크치중  하나가  1×모터속도이면  가능한  결함은  고  모터의 축휨이
다.

신뢰도를 변경시킨 팩터 :

·결함 6(축휨, 모터) :

연역적 가능성을 기초로 모터 축휨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변경하라.

·결합 47(1, 축휨, 증가, 소량) :

만일  피크치의  지배적  주파수가  1×부품의  회전속도이면  그  부품의  축휨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소량
증가 시켜라.

구동모터의 배열불량

초기에 의심되었다. 왜냐하면 :

p 결함 3(모터, 1, 배열불량) :

만일  부품중  하나가  모터이고  관찰된  피크치중  하나가  1×모터의  속도라면  가능한  결함음  그  모터의 
배열불량이다.

신뢰도를 변경시킨 팩터 :

·결함 8(배열불량, 모터) :

연역적 가능성을 기초로하여 배열불량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교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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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47(1, 배열불량, 증가, 소량) :

만일,  피크치의  지배적주파수가  1×부품의  회전속도라면  그  부품의  축휨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소량 
증가 시켜라.

구동모터의 과잉베어링 단부작동

초기에 의심되었다 왜냐하면 :

p 결함 32 :

부품중  하나가  축방향으로  과잉작동을  나타내는  모터이면  가능한  문제는  그  모터내의  과잉베어링 단
부작동이다.

신뢰도를 변경시킨 팩터 :

·결함 6(과잉베어링 단부작동, 모터) :

연역적가능성을 기초로 모터에 과잉베어링 단부작동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변경하라.

장착부  결함(약함)검사테스트를  수행한후,  구동모터  장착부의  여러지점에서  1650.0-1950.0cpm으로 
측정값을 취할때 다음 어느조건이 관찰되었는가 ?

1. 마운트의 일단은 높은 판닥치를 가지는 반면, 타단은 낮은 판독치를 가진다.

2. 판독치는 비슷하나 진폭이 낮다.

3. 파독치는 비슷하나 진폭이 높다.

4. 판독치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없다.

5. 시험을 행할수가 없다.

＞＞ 2

햄머를  이용한  타격  테스트를  행한  후,  구동모터  부위에서  관찰되는  모든(ALL)  공명진동수를 입력하
십시요. 또한, 그값을 콤마(,)로서 분리하십시요.

예를들어 2000, 6000, 15000.

만일 공명주파수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미상(unknown)을 입력 하십시요.

＞＞ 1800

단부작동테스트를 행한후, 구동모터에서 단부작동을 체크할때 다음 어느 조건이 관찰되었습니까 ?

1. 현저한 단부작동이 관찰됐음.

2. 현저하지 않은 단부작동이 관찰됐음.

3. 긴장된 스프링이 원위치로 되돌아감.

＞＞ 2

위상 교차 베어링 테스트(phase across bearing test)를 행한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0도(12시)로부터 위상측정값을 각도(degrees)로서 입력하십시요.

구동커플링상에서 베어링중 하나에 대한 것입니까 ?

＞＞ 0

0도(12시)위치부터 위상측정값을 각도로서 입력하십시요.

구동커플링상에 다른 베어링에 관한 것입니까 ?

＞＞ 145

------------시험데이타 수집위상의 끝(END)------------

시험결과작성 ………

------------------------------------------

구동모터상의 방사상방향진폭과 축방향진폭을 비교하였다.

결과 : 축방향이 높다(high axial)

------------------------------------------

구동모터의 불균형에서의 신뢰도를 대량으로 감소시킴.

구동모터 장착부의 약함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중간정도의 량(fair amount)만큼 증가시킴.

구동모터의 축휨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중간정도의 량만큼 증가시킴.

구동모터의 배열불량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중간정도의 량만큼 증가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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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커플링의 배열불량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중간정도 량만큼 증가시킴.

------------------------------------------

장착부상의  여러지점에서  측정값을  취함으로써  가능한  약한부위에  대하여  구동모터  장착부를 검사하
였다.

결과 : 판독치는 비슷하나 진폭이 낮음.

------------------------------------------

구동모터 장착부의 약함에 대한 고려를 연기함

------------------------------------------

햄머로서  주위를  가볍게  두들기고  리얼타임분석기(real  time  analyzer)로서  가능한  공명에  대하여 
검사함.

결과 : 판독치가 공명주파수에 관련되었음.

------------------------------------------

공명을 수리하게 함.

------------------------------------------

구동모터상에서 베어링 사이의 가능한 단부작동을 체크함.

결과 : 현저한 단부작동이 관찰되지 않았음.

------------------------------------------

구동모터의 과도한 베어링 단부작동을 배제함.

------------------------------------------

드라이브 커플링을 가로지르는 위상판독치를 관찰함.

결과 : 위상차이가 현저함.

------------------------------------------

구동커플링의 배열불량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대량 증가시킴.

구동모터의 축휨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소량 감소시킴.

------------------------------------------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수리가 필요하므로 주파수그룹 1의 분석을 중단함.

- 구동커플링의 배열불량

------------------------------------------

-----------------요약위상--------------------

협의 과정 요약 :

--------------

------------------------------------------

주파수 그룹 1

--------------

수리 작동을 제안함.

--------------

이 문제는 이 그룹상에 더이상의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정되어야 한다.

- 구동커플링 체크 및 재조사.

또한, 구동모터가 구조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조를 보강할 것을 권한다.

여기 기록된 문제(들)은 협의 과정동안 수리할 것이 표시된다.

-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명조건을 제거하라.

1. 구조를 보다 강화시킬 것.

2. 구조에 여분의 질량(mass)을 더할 것.

덧붙여서, 구동모터가 구조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조를 보강할 것이 요망된다.

주파수그룹 1내에 관찰된 데이타의 가능성 설명이 다음에 기인한 이류로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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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커플링의 배열불량

제안된 수리작업

-------------

- 구동커플링을 체크하고 재조사하시오.

이들 다른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체크하고(만일 발견되면) 교정하시오

------------------------------------------

- 구동모터의 불균형

- 구동모터의 배열불량

- 구동모터의 축휨(bent-shaft)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기계중  어느  하나에서  부품의  결함을  진단하기  위한  다목적  전문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계중  적어도  하나에  갖춰진  여러  부품(components)의  물리적인(physical)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저
장하는  기계  정보데이타베이스(12),  상기  복수의  기계중  적어도  하나에서  사전에  설정된  위치에서 
얻어지는  센서데이타(sensory  data)를  저장하는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14),  어떠한  특정  기계에 관
계없이  복수의  기계에서  관심  있는  모든  부품에  적용이  가능한  복수의  일반적인  규칙(rules)을 저장
하는  지식베이스(10),  및  상기  규칙을  이용하여  상기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14)로부터의  데이타와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12)로부터의  정보에  기초로한  결함을  확인시킬  수  있게  하는 추론기관(推論機
關, inference engine)을 포함하는 다목적 전문장치.

청구항 2 

복수의  기계중  어느하나에서  결함을  진단하기  위한  다목적  전문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계 각
각의  여러부품의  물리적인(physical)  특성을  저장하는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  상기  복수의 
기계중  각각의  예정된  위치에서  얻어진  센서데이타를  저장하는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  및 
상기  복수의  기계  모두에  적용  가능하고  기계부품  성능에  기초한  복수의  일반적인  규칙을  저장하는 
지식베이스(KB)(10)을  포함하며,  나아가  상기  규칙을  실시하는  추론기관을  포함하고,  어느 특정기계
의  작업자  식별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기계에  관련한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  및 센서입력데
이타베이스(SID)(14)로부터  얻은  정보에  작용함으로서  결함진단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진단전문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지식베이스(KB)(10)는  상기  규칙으로  구성되는  규칙베이스(rule  base)  및, 동
적  및  정적사실(dynamic  and  static  fact)을  저장하는  사실-베이스(fact-base)를  포함하고,  상기 동
적  사실은  상기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  및,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로부터  얻은 정
보에  일치하며,  상기  정적사실은  사전에  예정된  정밀도의  수준으로  모든  부품에  대하여  만족되어야 
하는  사전에  예정된  제한치(constraints)에  상응하는  입력값(ENTRIES)을  포함하는  최소하나의 순람
테이블(look-up table)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전문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순람테이블은  모든  부품에  대하여  공통적인  최대허용가능한  진폭값(amplitude 
values)인  사전에  예정된  범위의  주파수에  대한  진폭임계값을  포함하고,  상기  순람테이블은  미리 설
정한 정밀도에 상응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전문장치.

청구항 5 

지식엔지니어링  도구  및,  어떠한  특정기계에  관계없이  복수의  기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부품에 적용
가능한  복수의  일반규칙을  갖는  지식베이스(10)를  갖고,  상기  지식베이스가  사실베이스  및,  그 각각
이  전제(premise)로서  만족되면,  부품  결함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후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규칙에 대한 전제가 되는 다른 시험 조건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시험 조건을 각각 갖는 복수의 규칙
을  포함하는  규칙베이스를  갖는  전문장치를  이용하여,  각각  복수의  부품을  갖는  복수의  기계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잠재적  및,  현존(現存)하는  결함을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진단을  위해  여러 
기계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2)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로부터의  기계데이타  및, 센
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로부터의  선택된  기계에  관련된  센서데이타를  사실베이스내에  저장하는 
단계,  (3)  가정된  결함의  리스트를  컴파일(compile)하기  위해  규칙베이스내의  특정규칙을  저장된 기
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  및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의  데이타에  적용시키는  단계,  (4)  가정된 
결함의  컴파일된  리스트  및,  저장된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와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14)의 
데이타를  기초로하여,  현재의  기계  배치에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규칙으로부터  규칙리스트를 선택
하는  단계,  (5)  가정된  결함중  어느  하나가  기계문제의  원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응용가능한 
규칙을  통하여  역방향으로  연계(BACKWARD  CHAINING)시키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동화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는  상기  복수의  기계에  갖춰진  여러부품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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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를  저장하며,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는  상기  복수의  기계  각각의  예정된  위치에서 
얻어진 센서데이타를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동화방법.

청구항 7 

지식엔지니어링  도구  및,  규칙베이스와  사실베이스를  포함한  지식베이스(KB)(10)를  갖는  전문장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복수의  부품으로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기계상에  잠재적  및  현존(現存)하는 결함
을  진단하는  자동화  방법에  있어서,  (1)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12)에  입력되는  컴퓨터 설계장치
(Computer  Aided  Design,  CAD)의  데이타베이스의  데이타로부터  진단되는  기계에  관한  데이타를 검색
하는  단계;  (2)  기계상의  주요  지점으로부터의  센서데이타를  계속적으로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14)
에  수집하는  단계;  (3)  센서데이타의  예정된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센서데이타를  처리하는  단계; 
(4)  단계(3)의  처리데이타로부터  결함을  식별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기계에  관계없이  상기  기계  혹은 
각 기계에서 관심있는 모든 부품에 적용가능한 복수의 일반적인 규칙을 포함하는 지식베이스
(KB)(10)내의  규칙베이스에  저장된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
동화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1)  진단되어지는  여러기계에  관한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를  설정하는 단
계;  (2)  진단되어지는  특정기계로부터  센서데이타를  수집하는  단계;  (3)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
(SID)(14)내에  센서데이타를  저장하는  단계;  (4)  진단되는  특정기계의  명세를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
(MID)(12)로부터  검색하고,  이를  지식베이스(KB)(10)의  사실-베이스내에  저장하는  단계;  (5) 진단되
는  특정기계에  관한  센서데이타를  상기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로부터  검색하고  이를 지식베
이스(KB)(10)의  사실-베이스내에  저장하는  단계;  (6)  센서데이타의  예정된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센
서데이타를  처리하는  단계;  (7)  단계(6)의  처리데이타로부터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지식베이스
(KB)(10)내의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  (8)  어떤  확인된  결함  및  그  수리에  관한  적절한  추천을 사용
자에게 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결함진단 자동화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규칙베이스는  각각이,  전체로써  만족되면,  부품결함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거나 후
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규칙에 대하여 전제가 되는 다른 시험 조건에 관한 결론을 내릴 시험 
조건을  갖는  복수의  규칙을  포함하고,  또한  사실베이스는  정적  및  동적  사실베이스를  가지며;  (3)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내에  센서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해  지식엔지니어링도구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센서데이타를  (4)  진단되어지는  특정기계의  명세를 기계정보데이타베이스(MID)(12)
로부터  검색하고  이를  지식베이스(KB)(10)의  동적  사실베이스내에  저장하는  단계;  (5)  진단되어지는 
특정기계에  대한  센서데이타를  상기  센서입력데이타베이스(SID)(14)로부터  검색하여  이를 지식베이
스(KB)(10)의 동적사실-베이스내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동화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나아가 (6) 예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센서데이타값을 식별하고 정성적(定性
的)(qualitatively)으로  분류하기  위해  센서데이타를  처리하는  단계;  및  (7)  임계값을  넘는 데이타
로부터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지식베이스(KB)(10)내에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동화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6a)  예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센서데이타를  기초로하여  가정된  결함리스트를 생
성하는  단계;  (7)  상기  결함리스트로부터  결함을  확인하도록  지식베이스(KB)(10)내의  규칙을 적용시
키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동화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6a)  우선순위에  따라  기계의  잠재적  결함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분리하기  위하여 
처리된  센서데이타를  그룹화하는  단계;  (6b)  분석을  위해  상기  그룹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6c)  선택된  그룹에  대하여  가정된  결함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및  (7)  상기  결함리스트로부터 결
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베이스(KB)(10)내의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동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7)  어느  잠재적인  결함이  확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지식베
이스(KB)(10)내의  규칙을  선택된  데이타  그룹에  적용시키는  단계;  (7a)  만일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
다면,  잠재적인  결함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시험을  선택하는  단계;  (7b)  만일,  시험이 선택되었다
면,  예정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험을  명하는  단계;  (7c)  상기  명령된  시험중 최
소하나를  수행하고,  수집된  데이타를  사실베이스내에  저장하는  단계;  및  (7d)  결함이  확인되거나  더 
이상의  시험이  없을때까지  단계(7)-(7c)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
동화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데이타는  진동데이타이며,  상기  단계(6)에서  확인된  예정된  특성은 공칭
(norm.)  피크치(peaks)와  험프치(hump)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는  데이타값을  기초로한  것임을 특징
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동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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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2  혹은  13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데이타는  진동데이타이고,  상기  단계(6)에서  식별된  예정된 특
성은 피크치(peaks) 및 험프치(humps)임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동화방법.

청구항 16 

제13  혹은 14항에 있어서,  (7b)  만일  시험이 선택되었다면 (a)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b)  필요한 장
치  (c)  시험을  수행하는  용이성,  및  (d)  특성시험을  이행함으로서  식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함의 
수(數)를  기초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험을  명하는  단계;  및  (7e)  만일,  상기  단계(6b)가  하나 이
상의  그룹을  선택했다면  단계(7)를  반복하고,  더이상  분석될  그룹이  없을때까지,  다음  선택된 그룹
에 대하여 단계(7a)-(7d)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진단 자동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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