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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진동 특성이 다른 각종 기기나 장치에 적용했을 경우에도, 자동설정되는 적절한 분석 항목 및 판정 알고리

즘에 따라 정상· 이상의 판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한다.

감시 대상 기기(1)의 진동을 진동 센서(2)로 검출하고, 그것을 정보 처리 장치(6)에서 분석 처리하여, 진동이 정상인

지 이상인지를 판별한다. 기기가 정상 진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 모드로 동작시키고, 진동 센서(2)로 부터의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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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을 적절한 기간에 걸쳐 샘플링하여, 다수의 분석 항목에 따라 진동 파형을 분석하고, 각 항목의 분석 데이터를 통

계 처리하여 변화가 적은 몇가지의 분석 데이터를 선출하고, 그러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분석 항목을, 실제 동작 모드

에서의 감시 항목· 판정 알고리즘으로 결정한다. 실제 동작 모드에서는, 학습 모드로 결정된 감시 항목 및 판정 알고

리즘에 따라 동작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진동 감시 장치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는 학습 모드의 동작 처리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실제 동작 모드의 동작 처리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4는 컴퓨터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진동 검출 조정부(12) 기능의 하나인 앰프 게인 조절을 나타내는 흐름도의 일부.

도 6은 진동 검출 조정부(12) 기능의 하나인 앰프 게인 조절을 나타내는 흐름도의 일부.

도 7은 진동 검출 조절부(12) 기능의 하나인 앰프 게인 조절을 나타내는 흐름도의 일부.

도 8은 진동 검출 조정부(12) 기능의 하나인 앰프 게인 조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의 일부.

도 9는 진동 검출 조정부(12) 기능의 하나인 샘플링 시간 조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의 일부.

도 10은 진동 검출 조정부(12) 기능의 하나인 샘플링 시간 조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의 일부.

도 11은 특징량 추출을 설명하는 도면.

도 12는 입력부의 조작 패널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판별을 퍼지 추론으로 행하는 경우의 룰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판별을 퍼지 추론으로 행하는 경우의 멤버쉽 함수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다른 실시 형태에 이용되는 조작 패널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다른 실시 형태에서의 학습 모드 동작의 처리 순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학습 데이터의 삭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18은 학습 데이터의 삭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19는 도 15에 나타낸 조작 패널의 실제 동작 모드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실제 동작 모드 동작의 처리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21은 본 발명에 관한 진동 감시 장치의 적용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에 관한 진동 감시 장치의 적용예를 나타내는 도면.

[부호의 설명]

1 : 감시 대상 기기

2 : 진동 센서

3 : 가변 이득 앰프

4 : 필터

5 : 멀티플렉서

6 : 컴퓨터(정보 처리 장치)

7 : 입력부

8 :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모터나 유압 실린더 등의 각종 기기에 부설하여 진동 센서의 출력을 컴퓨터 등으로 분석 처리하

는 것으로, 기기의 진동이 정상(正常)인지 이상(異常)인지를 판별하는 진동 감시 장치 및 진동 감시 조건 결정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여러가지 감시 대상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이 높은 진동 감시 장치 및 진동 감시 조건 결정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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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특개평 5-340799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진동 감시 장치가 알려져 있다. 이 장

치는 감시 대상이 되는 각종 기기 등의 진동을 진동 센서로 검출하고, 그 센서 출력을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로 

분석 처리하여, 감시 대상의 진동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이하와 같이 판별한다.

우선, 감시 대상 기기가 정상 진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정보 처리 장치를 학습 모드로 동작시킨다. 이 학습 모드

에서는, 상기 진동 센서로 부터의 진동 파형을 적절한 기간에 걸쳐 샘플링하고, 미리 결정된 복수의 분석 항목에 따라

서 진동 파형을 분석하여, 각 항목의 분석 데이터를 각각 통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즉, 정상 진동 파형의 특징)를 

바탕으로 진동의 정상· 이상을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상기의 분석 항목이란, 진동 파형의 주파수, 진폭, 최대값, 최소값, 피크 투 피크값(peak to peak value), 고

레벨 한계값을 넘은 회수, 저레벨 한계값을 넘은 회수, 극소값의 발생 회수 등이고, 진동 파형의 특징을 추출하기에 적

합한 항목이다.

그리고, 실제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진동 센서로 부터의 진동 파형을 수시로 샘플링하여 학습 모드와 같이 각 분석 

항목에 따라 진동 파형을 분석하고, 각 항목의 분석 데이터를 상기 판정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여, 감시 대상 기기의 

진동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정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의 종래 장치는, 학습 모드에 입력된 감시 대상 기기의 정상적인 진동 파형을 바탕으로 정상· 이상의 판정 알고

리즘이 자동 생성된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가 이 진동 감시 장치를 특정의 기기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기기의 

정상 진동 및 이상 진동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그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적절한 판정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번거로운 준

비는 전혀 필요없다. 즉, 사용자는, 진동 센서를 적용기기에 부착하여 장치를 학습 모드에서 동작시키는 것만으로 충

분하며, 그 후의 실제 동작 모드에서는 정상 진동· 이상 진동이 적절히 판정된다. 이러한 면에서는 실로 편리하고 우

수한 진동 감시 장치이다.

그러나, 종래 장치에서는, 학습 모드 및 실제 동작 모드에서 진동 센서로 부터의 진동 파형을 분석 처리할 때의 분석 

항목이 장치 설계 단계에서 일의적(一意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예를 들면, 모터 등의 기기에 적용한 경우에는 적절

한 판정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유압 실린더 등의 기기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판정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와 같이, 적용

대상에 따라서 적용성의 좋고 나쁨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검사 대상에 따라 미리 적절한 분석 항목을 설

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설정은 실제로는 번잡· 곤란하고, 설정을 잘못하면 오판정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배경에 비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바는,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동 특성이 다

른 각종 기기나 장치에 적용했을 경우에도, 자동 설정되는 적절한 분석 항목 및 판정 알고리즘에 따라 정상· 이상의 

판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동 감시 장치 및 진동 감시 조건 결정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학습 개시 지시가 부여되면 학습 모드를 개시하고, 이 학습 모드에서 진

동원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 방법을 진동 센서에서 입력된 정상시의 파형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

하고, 상기 학습 모드가 종료된 후, 상기 결정한 판정 방법을 바탕으로 진동 센서에서 입력한 파형 정보를 분석함으로

써 진동원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정하는 실제 동작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진동 감시 장치에서, 상기 진동원의

종류가 변경되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학습 모드에서의 판정 방법의 결정을, 상기 정상시의 파형 정보 및 미리

그 진동 감시 장치가 갖는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만을 바탕으로 행하도록 했다(청구항 1).

여기에서, 「미리 그 진동 감시 장치가 갖는」 것이란, 진동 감시 장치의 제조, 출하시부터 이미 갖고 있는 경우 외에, 

진동 감시 장치의 사용자가 준 결과를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특정 진동원 종류의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

용자가 준 결과를 갖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 이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에 따라 실현되는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알고리즘, 데이터 

테이블의 참조, 하드 웨어에 따라 실현되는 알고리즘, 특히 퍼지 기술 또는 뉴럴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것 등을 널

리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진동원의 종류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습 모드의 실행에 의해, 정상적인 진동을 

바탕으로 자립적으로 적정한 판정 방법을 결정하므로, 이하의 작용 효과를 발휘한다.

a)각종의 제품을 검사하는 제품 검사 라인에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의 숙련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검사하는 제품이 

변경된 경우라도 간단한 순서 바꾸기로 사용할 수 있다.

b)진동원의 종류가 바뀐 경우에는, 그 바뀐 것에 대하여 학습을 하면, 거기에 적합한 판정 방법이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사양의 진동 감시 장치를 여러 가지 설비 감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조자에게 있어서 진동 감시 장치

의 제조가 용이해지고, 사용자에게 있어서 설비에 대한 진동 감시 장치의 부착, 진동 감시 장치 보충품의 관리가 용이

해진다. 단일 제품을 검사하는 제품 검사 라인에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기 진동원 종류의 변경은, 다른 종류의 장치로의 변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청구항 2). 즉, 여기에서 말하는 

진동원 종류의 변경은, 같은 장치의 단순한 파라메터의 변경이 아니다.

또, 상기 학습 모드를 종료한 후, 자동적으로 상기 실제 동작 모드로 되도록 구성하거나(청구항 3), 또는 상기 학습 모

드를 종료한 후, 지시가 부여됨으로써 상기 실제 동작 모드가 되도록 구성할 수가 있다(청구항 4). 그리고, 상기 「자

동적으로 실제 동작 모드」 로 이행한다는 것은, 학습 모드 종료 후, 무조건 실제 동작 모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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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건이 만족된 경우에 실제 동작 모드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일예를 들면, 소정의 진폭 이상의 진폭 파형 정보

입력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제 동작 모드가 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상기 학습 모드중임을 식별하기 위한 출력을 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청구항 5). 그리고, 「학습 모드 중임을 

식별하는」 것은, 상기 학습 모드 중에 학습 모드중이라는 뜻의 출력을 하는 것(청구항 6), 상기 학습 모드를 종료한 

후에, 학습 모드가 종료되었다는 뜻의 출력을 하는 것(청구항 7), 상기 학습 모드를 종료한 후, 자동적으로 상기 실제 

학습 모드가 되고, 상기 실제 동작 모드 중에 실제 동작 모드라는 뜻의 출력을 하는 것(청구항 8), 등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태를 출력함으로써, 진동 감시 장치의 사용자는, 현재 행하여도 되는 처리나, 행하여서는 안되는 

처리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 오동작에 의한 학습 에러나 판정 에러를 해 버릴 우려가 없어진다. 즉, 학습 중이면, 정

상 진동만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진동원에 닿거나 하여 이상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게 한다. 나아가서는, 정상적인 진

동을 계속 발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도 할 수 있다. 또, 실제 동작 모드로 이행하여도 좋은지 여부의 판단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출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용자의 판단· 처리는, 상기한 것에 한정되지않는다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상기 판정 방법의 결정은, 판정에 사용하는 특징량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청구항 9).

그리고, 상기 결정된 판정 방법을 변경하는 변경 수단(실시 형태에서는, 판정 설정부(7a), 지식 설정부(7b), 조정 볼륨

(30) 등에 상당)을 또한 구비하면 보다 바람직하다(청구항 10). 이러한 경우에, 상기 변경 수단으로서는, 상기 학습 모

드를 복수회 실행하고, 마지막 학습 모드의 실행에 의해 전회 학습 모드에서 결정한 판정 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다(청

구항 11). 또한, 상기 마지막 학습 모드를 개시한 후에, 그 마지막 학습 모드를 개시하기 이전에 유효했던 판정 방법을

유효한 판정방법으로서 채용하는 수단(실시 형태에서는, 「도 16∼도 18에 나타내는 흐름도를 실행하는 부분에 상당

」)을 갖도록 구성하면 더욱 좋다(청구항 12), 또한, 마지막 학습 모드의 실행을 위해서 입력한 파형 정보에 대한 특징

량의 값과, 전회까지의 학습 모드의 실행에 의해 취득한 특징량의 값과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실시 

형태에서는 「표시부(28)에 상당」)하도록 해도 좋다(청구항 13). 그리 고 또, 상기 불일치의 정도를 소정의 기준에 

의해 2가화하여 출력(실시 형태에서는 「이상 LED(29)에 상당」)하도록 하면 더욱 바람직하다(청구항 14).

상기와 같이, 학습 모드에서 결정한 판정 방법을 수정하도록 하면, 숙련자 등에 의한 판정 결과와, 실제 동작 모드를 

실행하여 얻어진 결과가 다른 경우에, 판정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청

구항 12와 같이 구성하면, 불필요한 학습 결과(판정 방법)를 제거함으로써, 과거에 한 학습 결과 중, 적정한 것을 바탕

으로 하여 판정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다. 또한, 청구항 13, 14와 같이 하면, 이상의 유무나, 불일치의 정도를 알 수 있

으므로, 감시 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 관점에서 보면, 그 판정 결과가 올바른지 여

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판정 결과가 예를 들면 숙련자의 판정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일치의 정도로, 그 조정량을 예측할 수 있어, 

간단히 조정 처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청구항 11에 규정하는 「마지막 학습 모드」 란, 최초 학습 모드의 실행을 개시하고 부터 현재까지의 사이

에서 실행한 학습 모드 중 마지막에 실행한 학습 모드를 말한다. 장래 다시 학습 모드가 실행되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여기에서 최초의 학습 모드란, 판정 방법이 그 진동 감시 장치에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실행한 학습 모

드를 말한다. 또한, 청구항 13에 규정하는 「실행을 위해 입력한 파형 정보」 란, 학습 모드의 개시 직전에 입력하여 

기억되어 있는 파형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후술하는 청구항 11을 전제로 하여, 다시 상기 학습 모드에서는, 판정 에 사용하는 특징량의 종류를 선택하고, 

상기 판정 방법은, 상기 선택한 특징량에 대해서 한계값을 설정하여, 상기 실제 동작 모드의 실행을 위해서 입력한 파

형 정보에 대한 특징량의 값과 상기 한계값의 관계를 바탕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상기 판정 방법을 변경하는 변경 수

단은, 부여된 지시를 기초로 상기 한계값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바람직하다(청구항 15). 이러한 경우에, 상기 선택

하는 특징량의 종류는 복수이며, 상기 판정 수단을 변경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특징량에 대해서 설정한 한계값 중 

적어도 2개의 한계값을 일괄하여 변경할 수가 있다(청구항 16).

그리고, 상기 학습 모드에서, 파형 정보의 입력을 복수회로 나누어 하도록 하여도 좋다(청구항 17). 즉, 예를 들면 미

리 학습 회수가 5회로 설정되어 있고, 재품 검사 라인에서 5대의 감시 대상물로 부터 파형 정보의 수집만을 우선 행하

고, 5대분의 파형 정보에서 한꺼번에 판정 방법의 결정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학습 모드의 실행은 1

회만이 된다.

또한, 상기 실제 동작 모드에서, 실제 동작 모드의 실행을 위해서 입력한 파형 정보에 대한 특징량의 값과 상기 학습 

모드의 실행에 의해 취득한 특징량의 값과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실시 형태에서는 「표시부(28)에 

상당」)하도록 해도 좋다(청구항 18).

또한, 상기 결정한 판정 방법을 그 진동 감시 장치내에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실시 형태에서

는 「학습 끝 LED」 에 상당)하도록 구성하면 더욱 좋다(청구항 19). 이와 같이, 학습 끝인지의 여부의 정보를 출력

하면, 사용자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 학습 끝인 경우에는, 갑자기 실제 동작 모드를 실

행할 수가 있으므로, 다시 학습을 하는 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학습 데이터가 없는데도 잘못하

여 실제 동작 모드를 실행해 버리는 일도 없어진다.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해결 수단으로써는, 이하의 요건 ①∼③을 구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청구항 21).

①감시 대상이 되는 진동계의 진동을 진동 센서로 검출하고, 그 센서 출력을 정보 처리 장치로 분석 처리하여, 감시 

대상 진동계의 진동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별한다.

②감시 대상 진동계가 정상 진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정보 처리 장치를 학습 모드에서 동작시키고, 그 학습 모드

에서는, 상기 진동 센서로 부터의 진동 파형을 적절한 기간에 걸쳐 샘플링하여, 미리 결정된 다수의 분석 항목에 따라 

진동 파형을 분석하고, 각 항목의 분석 데이터를 각각 통계 처리하여 변화가 적은 몇가지의 분석 데이터를 선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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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 분석 데이터에 해당하는 분석 항목을 실제 동작 모드에서의 감시 항목으로 결정함과 함께, 결정한 복수의 감시

항목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동의 정상·이상을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결정한다.

③상기 학습 모드를 종료 후에 상기 정보 처리 장치를 실제 동작 모드에서 동작시키고, 그 실제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센서로 부터의 진동 파형을 수시로 샘플링하여, 상기 학습 모드에서 결정된 상기 감시 항목에 따라 진동 파형을 분석

함과 함께, 그 분석 데이터를 상기 학습 모드에서 결정된 상기 판정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여 정상· 이상을 판정한

다.

그리고, 상기 학습 모드에서의 진동 파형의 분석 항목의 구체예를 나타내면, 최대값, 최소값, 피크 투 피크 값, 고레벨 

한계값을 상회한 회수, 저레벨 한계값을 하회한 회수, 고레벨 한계값을 상회한 시간, 저레벨 한계값을 하회한 시간, 최

소값의 발생 회수 중 소정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청구항 22).

또, 상기 진동 센서의 출력은 필터에 의해 복수의 주파수 대역으로 변별(存別)되고, 각 대역별로 상기 분석 항목의 분

석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수가 있다(청구항 23). 또한, 상기 학습 모드의 개시시에 상기 진동 센서의 출력 레벨을 소

정 범위내에 넣는 자동 게인 조정 처리를 하도록 해도 좋다(청구항 24).

또한, 외부로 부터의 지령 입력에 따라서, 지정된 상기 분석 항목을 상기 감시 항목으로서 채용하는 수단을 구비하면 

더욱 좋다(청구항 25). 그리고 외부로 부터의 지령 입력에 따라서, 지정된 상기 분석 항목을 상기 감시 항목에서 제외

하는 수단을 구비하면 더욱 좋다(청구항 26). 외부로 부터의 지령 입력에 따라서, 상기 판정 알고리즘에서의 지정된 

파라메터를 지정대로 변경하는 수단을 구비해도 좋다(청구항 27).

즉, 학습 모드에서는, 입력되는 정상 진동의 파형을 다수의 분석 항목에 따라 분석하지만, 그 분석 결과로 실제 동작 

모드에서 채용하는 분석 항목을 선택한다. 어떠한 기기를 감시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어느 것과 어느 분석 항목에 

정상· 이상의 차이가 나오기 쉬운가를 학습 모드로 분석하고, 실제 동작 모드에서는 선택된 소수의 분석 항목(특징

랑)에 대해서만 분석 처리한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진동 감시 조건 결정장치에서는, 학습 개시 지시가 부 여되면, 진동 센서에서 입력한 정상시의 

파형 정보를 바탕으로, 진동원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특징량의 종류를 결정하고, 결정한 특징량의 종

류를 출력하도록 구성했다(청구항 20).

(발명의 실시 형태)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감시 대상 기기(1)에 진동 센서(2)가 부설되고, 그 센서 출력이 가변 이득 앰프(3)와 필터(L

PF4a, BPF4b, HPF4c) 및 멀티플렉서(5)를 거쳐 컴퓨터(6)에 입력된다. 컴퓨터(6)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학습 모드

의 이니셜 처리로서 가변 이득 앰프(3)의 게인을 조정한다 또 컴퓨터(6)는, 3개의 필터(LPF4a, BPF4b, HPF4c)를 각

각 통과하는 센서 입력을 멀티플렉서(5)를 고속으로 전환하면서 샘플링하여, 디지털 변환하여 이하와 같이 분석 처리

한다.

컴퓨터(6)는 일반적인 원칩· 마이크로컴퓨터(one-chip microcomputer)나 DSP(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로 이

루어진다. 여기에는 키보드 등의 입력부(7)와 액정 패널이나 CRT 등의 디스플레이 또는 프린터 등의 출력부(8)가 설

치되어 있다. 컴퓨터(6)는, 본 발명의 진동 감시 장치로서의 주요한 정보 처리를 한다. 그 정보 처리는 상기 학습 모드

와 실제 동작 모드가 중심이 된다. 양 모드의 처리 내용의 개요를 도 2, 도 3의 흐름도에 나타냈다.

입력부(7)에서 컴퓨터(6)로 학습 모드의 실행 지령을 주면, 도 2의 학습 모드의 처리가 실행된다. 이 때, 감시 대상 기

기(1)를 정상적인 진동 상태로 두고, 진동 센서(2)에 의해 정상적인 진동 파형을 검출한다. 그리고, 우선 그때까지의 

학습 정보를 클리어한다(ST101). 이어서 가변 이득 앰프(3)의 게인을 적절히 조정한 다(ST102). 즉, 진동 센서(2)의 

출력을 앰프(3), 필터(4), 멀티플렉서(5)를 통하여 판독하고, 그 입력 레벨(앰프(3)의 출력 레벨)이 미리 결정된 적절

한 범위내에 들어가도록 앰프(3)의 게인을 조정한다.

다음의 스텝(103)에서는, 진동 센서(2)의 출력(감시 대상 기기(1)의 정상적인 진동 파형)을 앰프(3), 필터(4), 멀티플

렉서(5)를 통하여 고속으로 샘플링하여 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이 실시예에서의 스텝(103)의 데이터 수집· 해석 처리에서는 진동 센서(2)의 출력을 적절한 기간에 걸쳐 샘플링하

고, 샘플링한 진동 파형에 대해서 이하의 각 분석 항목(1)∼(8)의 데이터 분석을 한다.

(1)최대값

(2)최소값

(3)피크 투 피크 값(peak to peak value)(최대값-최소값)

(4)소정의 고레벨 한계값을 상회한 회수

(5)소정의 저레벨 한계값을 하회한 회수

(6)소정의 고레벨 한계값을 상회한 시간

(7)고저의 저레벨 한계값을 하회한 시간

(8)극소값의 발생 회수(피크의 수에 대응한다)

단, 통과 대역이 다른 3개의 필터(4a, 4b, 4c)의 각 출력에 대해서 상기의 8항목의 데이터 분석을 하므로, 합계는, 8×

3=24의 분석 항목이 있다.

이 24항목의 분석을 예를 들면 100회 반복, 각회의 분석 데이터를 각각 통계 처리하여, 24항목의 각 100회의 분석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한다. 즉, 일예를 들면, 필터(43)의 출력에 대한 분석 항목(1)의 최대값을 100회의 샘플

링 시간의 각회별로 구하고, 구한 100개의 최대값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상기와 같이 하여 24항목의 각 분석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고, 24개의 표준 편차 데이터를 작은 순으로 늘

어 놓고, 작은 쪽부터 차례로 3개의 데이터를 픽업한다. 여기에서, 가장 작은 표준 편차를 x로 하고(그 분석 항목을 K

x로 한다), 두 번째로 작은 표준 편차를 y로 하고(그 분석 항목을 Ky로 한다), 세 번째로 작은 표준 편차를 z로 한다(

그 분석 항목을 Kz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표준 편차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3개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하는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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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개로 한정하지 않고 임의의 수로 설정할 수 있다. 또, 그와 같이 미리 선택하는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를 들면 어느 기준치 이하에 들어 있는 표준 편차를 갖는 것을 모두 분석 항목으로 해도 되는 등, 그 선택 기준은 여러

가지를 취할 수가 있다. 단, 어떤 방법을 취하든, 정상 상태에서 그다지 변동이 없는(이상 상태에서는 변동한다)특징

량을 분석 항목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스텝(104)에서는, 모두 24의 분석 항목 중, 상기의 3가지 분석 항목 Kx와 Ky와 Kz를 실제 동작 모드에서의 

감시 항목으로서 선정한다. 또한, 스텝(105)에서는, 이 3가지끼 감시 항목 Kx와 Ky와 Kz의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진

동의 정상· 이상을 판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생성한다.

즉, 각 감시 항목의 정상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설정한다. 그리고, 실제 감시시(실제 동작 모드)에서는, 추출된 특징

량이 그 설정한 범위내인지 여부에 의해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상 범위의 결정 수법으로서

는, 예를 들면, 각 특징량의 분산도 정도를 기초로 행할 수 있다. 즉, 편차를 σ로 하고, 분산 정도를 3σ 로 했을 경우

에, 평균값 ± 3σ 를 정상 범위로 하여, 「평균값+3σ 」 가 상한이 피고, 「평균값-3σ 」 가 하한치가 된다. 또, 「

최대치+3σ 」 를 상한으로 하고, 「최소치-3σ 」 를 하한치로 해도 좋다.

이상과 같이, 감시 항목과 판정 알고리즘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 내용을 출력부(8)에서 표시하고, 자동적 또는 입력부

(7)로 부터의 지령을 갖고 도 3에 나타내는 실제 동작 모드로 이행한다. 즉, 진동 센서(2)의 출력을 앰프(3), 필터(4), 

멀티플렉서(5)를 통하여 고속으로 샘플링하여, 조정의 분석 단위 시간별로 3개의 감시 항목 Kx와 Ky와 Kz의 분석 데

이터를 구한다(ST201). 감시 항목의 산출 알고리즘은, 학습 모드시의 특징량 추출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샘플링 시간

에 따라, 소정수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데이터를 기초로 감시 항목의 실제 데이터를 얻는다.

이어서, 구한 각 값을 정상 범위내인지 여부, 즉 상한 및 하한값과 대소 판단을 하여 감시 대상 기기(1)의 진동이 정상

인지 이상인지를 판정한다(ST202). 그리고, 그 판정 결과를 출력부(8)를 향하여 출력한다(ST203). 이 일련의 동작을

고속으로 반복하여 실행한다.

또한, 상기 설명한 학습 모드와 실제 동작 모드 이외에도 몇가지 부대 모드가 있고 그 중에 강제 세트 모드가 있다. 이

것은 입력부(7)에서 그러한 지령을 부여하는 것으로 실행되며, 상술한 바와 같이 학습 모드에서 자동 설정된 감시 항

목 Kx와 Ky와 Kz를 외부 입력에 의해 변경하거나(항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이 다른 항목을 설정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정상 범위를 정할 때의 범위(± 3σ 를 ± nσ 로 설정한다)를 외부 입력에 의해 변경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하

여 장치의 융통성이 높아진다.

도 4는 상기 처리를 하기 위한 컴퓨터(6)의 내부 기구의 일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도면 

부호(10)은 진동 검출부이고, 도 1에서 나타내는 진동 센서(2), 가변 이득 앰프(3), 각 필터(4) 및 멀티플렉서(5)로 이

루어진다.

그리고, 그 진동 검사부(10)로 부터의 출격(아날로그)을 디지털 변환부(11)에 부여하고, 거기에서 소정의 샘플링 시

간에 데이터를 도입하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 후, 진동 검출 조정부(12), 특징량 선택부(13) 및 판정부(14)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진동 검출 조정부(12) 및 특징량 선택부(13)가 학습 모드시에 동작하고, 판정부(14)가 실제 동작 모드시에

동작한다.

즉, 진동 검출 조정부(12)에서는, 학습시에 얻어진 데이터를 기초로 가변 이득 앰프(3)의 게인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필터를 선택하기 위한 멀티플렉서(5)에 대하여 전환 명령을 보내거나(이상은 진동 검출부(10)로 제어 신호를 보낸다)

, 디지털 변환시의 샘플린 시간을 조정(디지털 변환부(11)로 제어 신호를 보낸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징량 선택부(13)에서는, 상기한 소정의 처리를 하여, 필요한 감시 항목을 결정하고, 그 감시 항목 및 정상 

범위(필요한 제어 알고리즘도 포함)를 학 습부(15)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동작시에는 판정부(14)에서

디지털 변환부(11)에 부여되는 검출 신호를 바탕으로, 학습부(15)에 격납된 감시 항목에 대한 특징량을 구하고, 그것

이 정상 범위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를 출력한다.

즉, 도 2에 나타내는 스텝(102) 및 스텝(103) 중의 사용 필터의 전환· 샘플링 시간의 결정이 진동 검출 조정부(12)에

서 이루어지고, 스텝(103)의 데이터의 해석 및 스텝(104, 105)이 특징량 선택부(13)에서 이루어진다. 또, 도 3에 나타

내는 스텝(210,202)의 처리가 판정부(14)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징량 선택부(13)에서 하는 특징량 추출 처리와,

판정부(14)에서 하는 특징량 추출 처리는, 처리 대상의 감시 항목이 다를 뿐, 구체적인 추출(연산)처리는 같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진동 검출 조정부(12)에 의해 구체적인 기능을 나타내면, 도 5∼도 10에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즉, 우선 도

5,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가변 이득 앰프(3)의 게인을 조정하기 위한 게인 조정 기능을 갖고 있고, 우선 초기값으로

써 미리 정해진 게인으로 설정함과 함께 1을 0으로 셋트한다(ST303).

이어서, 진동 검출부(10)로 부터 입력 신호를 샘플링하여 N회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취득 데이터 중의 최대값이 미

리 설정된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T302∼305). 그리고,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게인으로 

결정한다(ST306).

한편, 설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범위내에 들어 가도록 게인을 조정(범위보다도 큰 경우에는 게인을 작

게하고, 범위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게인을 크게 한다)후 (ST308∼ST311), 스텝(302)으로 돌아가, 다시 데이터 취득 

및 판정 처리를 한다. 그리고, 스텝(305)의 분기 판단에서 예(Yes), 즉 최대값이 설정 범위내에 들어 갈때까지 상기 

처리를 반복한다.

또, 본 예에서는, 조정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일정 회수 이상 조정을 행하여도 최대값이 설정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설정 범위에 가까워지는 게인으로 설정하도록, 스텝(307)을 마련하고, 설정 범위와의 

차이가 작을 때의 게인을 기억해 두고, 스텝(302)에서 증가한 i의 값이 설정 회수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스텝(311)에

서 스텝(312)으로 뛰어, 스텝(307)에서 기억 유지한 게인을 설정한다(ST312). 이에 따라 게인 조정 처리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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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동 검출 조정부(12)는, 도 7, 도 8에 니·타내는 바와 같은 필터의 자동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먼

저 사용하는 필터의 선택 개수를 설정한다(ST401). 본 예의 경우에는, 3종류의 필터(4a∼4c)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설정하는 개수는 1∼3으로 된다(3개인 경우는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시에 조정은 하지 않는다). 그리

고, 그 값은 입력부(7)을 통하여 외부에서 부여된다.

그리고,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서, 최초의 필터를 선택하고(ST402), 진동 검출부(10)에서 입력 신호를 샘플링하여 N

회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취득 데이터 중의 한계값을 넘은 데이터 수를 구하고, 그 데이터 수가 미리 설정된 범위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T403∼ST405). 그리고,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필터를 유효 필터로서 기억함과 

함께, 설정 범위와의 차이를 기억한다(ST406,407). 또, 범위외의 경우에는 설정 범위와의 차이를 기억한다(ST407). 

상기 처리를 모든 데이 터에 대해서 행한다(ST408,409).

그리고, 모든 필터에 대한 체크가 종료되었다면, 유효 필터로써 기억된 수와, 스텝(401)에시 설정한 필터 선택 개수를

비교하여, 유효 필터 수가 많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고, 설정 범위와의 차이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유효 필터로써 선

택하고(ST412), 실제 동작 모드에서는 그 유효 필터를 사용하여 판정한다.

한편, 유효 필터 수가 작은 경우에는, 스텝(413)으로 뛰어, 유효 필터의 유무가 체크되고, 있는 경우에는 스텝(406)에

서 기억한 유효 필터모드를 선택하고, 없는 경우에는 설정 범위와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유효 필터로써 선택한다(

ST414). 이에 따라 필터 조정(선택)처리가 종료한다.

또한, 진동 검출 조정부(12)는, 도 9,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샘플링 시간의 자동 조절을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이 기능은, 상기한 게인 조정과 마찬가지로, 초기치를 설정하고(ST501), 그 샘플링 시간에서 실제로 N의 데이터를 

취득함과 함께, 그 데이터의 한계값을 넘는 회수를 구하고, 그 회수가 설정 범위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 때의 시

간을 샘플링 시간으로 결정한다(ST302∼306).

한편, 회수가 설정 범위외인 경우에는, 범위에 들어가도록 샘플링 시간을 변경하면서 조정을 한다(ST508∼511). 그

리고, 일정 회수 이상으로 하여도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가장 가까운(설정 범위와의 차이가 작

은)샘플링 시간을, 실제 동작 모드에서 처리할 때의 샘플링 시간으로 결정한다(ST507,512). 이애 따라 샘플링 시간의

조정 처리가 종료된다.

특징량 선택부(13)는, 상기 진동 검출 조정부(12)에 의해 조정· 결정된 게 인, 필터, 샘플링 시간을 기초로 디지털 변

환부(11)로 부터 출력되는 검출 데이터를 미리 설정된 데이터 수(예를 들면 256)만큼 받아 들인다. 그리고, 필터가 복

수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필터의 출력을 각각 받아 들인다. 그러면, 시간 순(취득 순)으로 데이터를 늘어 놓으

면, 예를 들면 도 1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파형 데이터가 얻어지므로, 그 파형 데이터에서 특징량 추출을 하여, 상기

한 8개의 감시 항목 데이터를 산출한다.

또한, 도시한 예에서는 검출 범위를 진동 검출부(10)로 부터의 출력이 0∼5V의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진동이 없는 

경우에, 중간의 2.5V로 되도록 오프셋 조정되어 있다. 그리고, 한계값에 대한 특징량 산출은, 본 예에서는 부측(負側)(

2.5V 이하)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간치(2.5V)와 가까운 쪽의 한계값(1.8V로 설정)을 저레벨 한계값으로 

하고, 먼 쪽의 한계값(1.3V로 설정)이 고레벨 한계값이 된다. 그리고, 각 한계값을 상회한다는 것은, 수치적인 대소 관

계에 착안하면, 각 한계값보다도 작은 값이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취득한 각 특징량에 대한 표준 편차 등을 구하여, 오차가 적은 특징량을 실제 동작 모드에서의 판정에 사용하

는 감시 항목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감시 항목에 대한 정상 범위를 구하여 학습부(15)로 전송한다.

또한, 도 4 중, 판별 설정부(7a)와 지식 설정부(7b)는, 각각 도 1에 나타내는 입력부(7)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판

별 설정부(7a)에서 판별 개시(실제 동작 모드 가동)명령이 판별 동작 지령부(17)에 부여되면, 그 지령부(17)로 부터 

진동 검출 조정부(13)에 대해서는 동작 정지 명령이 보내져서, 조정 처리를 정지한 다. 이와 동시에 지령부(17)에서 

판정부(14)에 대하여 동작 개시 명령 신호가 보내지고, 그 개시 명령을 기초로 판정부(14)는, 학습부(15)로 부터 감시

항목 및 그 판별 알고리즘(정상 범위를 특정하는 상한값 및 하한값)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후, 디지털 변환부(11)에서

출력되는 검출 데이터를 취득하고, 감시 항목에 관한 특징량을 산출하여, 그것이 정상 범위인지 여부를 판별하고, 그 

판별 결과를 출력 부(8)를 구성하는 판별 출력부(8a)로 출력한다.

또한, 판별 동작 지령부(17)로 부터는, 상기 실제 동작 개시 지령에 더하여, 판별 동작을 유효로 할지 여부의 명령도 

판정부(14)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무효인 경우에는 판별 처리를 금지하여, 전회의 판별 결과를 유지하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명령도 판별 설정부(7a)로 부터의 입력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또, 지식 설정부(7b)는, 학습 모드에서 동작할 때에 필요한 각종 명령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조작 패널의 예를 나타내

면, 도 12와 같이 되어 있다. 즉, 학습 스위치(누름 보턴)를 온으로 함으로써, 학습 모드가 가동하고, 진동 검출 조정부

(12), 특징량 선택부(13) 등에 대하여 동작 개시 명령이 보내진다. 또, 조정 모드 스위치를 온(ON)으로 함으로써, 한 

번 학습이 종료되고, 실제 학습 모드에서 판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판별 조건(감시 항목이나 정상 범위 등)을 재

조정하게 된다.

필터 선택 개수 조정 스위치의 출력이 진동 검출 조정부(12)에 부여되고, 도 7에 나타내는 스텝(401)의 처리를 실행

할 때의 필터 선택 개수를 입력한다. 상하한값 변경 스위치는, 정상 범위를 결정할 때의 마진 폭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

로, 통 상은 본 예에서는 ± 3σ 로 했기 때문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딥스위치의 상태로 하고 있는데, 상기한 바와 같

이, 이러한 마진 폭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딥스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처리한다.

또, 본 예에서는, 실제 동작 모드에서 가동하고 있을 때의 판별 결과 및 추출한 특징량 등을 EEPROM, S-RAM등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축적부(18)에 격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정보 출력부(디스플레이)(8b)를 통하여 출력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오판별을 했을 경우에, 그 오판별한 요인(이상과 오판별한 경우에는 정상 범위외라고 인

정한 감시 항목 및 그 때의 특징량 데이터)를 표시시키고, 불요(不要) 특징량 삭제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그 감시 항목

을 이후의 판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판별을 하는 특징량만을 이용하여 판별 처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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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정밀도가 향상된다.

또, 그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상하 값 변경 스위치의 작동에 의해, 정상 범위를 변경하도록 해도 좋다. 즉

, 이 스위치가 켜지면 오판별한 감시 항목의 정상 범위를, 오판별한 데이터가 올바른 범위가 되도록 정상 범위의 상한

값또는 하한값을 변경한다. 일예를 들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위외로써 이상이라고 판별한 경우에는, 그 오판별한 

데이터도 포함하도록 징상 범위를 넓힌다(이상을 정상이라고 판별한 경우에는 반대로 범위를 좁힌다).

또한, 상기한 실시 형태에서는, 정상인지 여부의 판단을 상한값/하한값을 이용한 한계값 제어에 의해 하도록 했는데, 

본 발명에서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인지 여부의 판정 처리로써, 퍼지 추론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단 을 할 수가 있다.

즉, 예를 들면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룰(rule)과, 도 14에 나타내는 멤버쉽 함수를 퍼지 지식으로써 구비해 두

고(이 예에서는 선택하는 특징량(감시 항목)은 2개로 하고 있다), 이 기본 지식을 학습부(15)(데이터 축적부(18))에 

격납해둔다. 그리고, 본 발명의 중요부인 학습 모드에서의 감시 항목의 추출· 결정 및 판별 알고리즘의 생성은, 다음

과 같이 한다.

즉, 감시 항목의 추출 자체는, 상기한 실시 형태와 같이 한다. 또 정상 범위(상하한값)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구한다. 

그리고, 감시 항목을 결정할 때에 이용한 평균값을 적합도가 1로 하고, 정상 범위를 결정하는 상한값 및 하한값을 각

각 적합도가 0이 되도록 3각형을 라벨(M)의 함수로 하고, 0∼하한값까지의 적합도가 1이 되고, 평균값이 적합도 0이 

되도록 형상을 라벨(S)의 함수로 하며, 상한값∼MAX까지의 적합도가 1이 되고, 평균값이 적합도 0이 되도록 형상을 

라벨(B)의 함수가 되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실제 판별에서는, 특징량을 추출 후, 얻어진 특징량을 입력하여 상기한 퍼지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 추

론 결과가 어느 값 이상인지 여부에 의해 정상/이상의 판별을 하도록 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실시 형태 및 그 변형예에서는, 사용하는 감시 항목을 결정할 때에, 각 항목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오차가 

작은 것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각 분석 항목에 중요성을 부여하도록 해도 좋다.

즉, 일예를 들면, 기계를 구동하는 데이터의 경우에, 한계값을 넘는 시간이 어느 일정한 범위에 있는 경우에, 이상이 

일어나기 쉽다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소 정상시에 오차가 있다고 해도, 이상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감시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한계값을 넘는 시간이 선택되기 쉽도록 어느 계수(1미만의 

정의 수)를 곱하여, 표준 편차가 작도록 한다. 또, 반드시 그 분석 항목을 감시 항목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

수를 0으로 하면 좋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의 부여는, 지식 설정부(7b)로 부터의 메뉴얼로 설정해도 좋고, 또는, 판별에 사용하지 않는 감

시 항목도 실제 동작 모드 중에 특징량 추출만은 행함과 함께, 그 결과를 데이터 축적부(19)에 격납해 두고, 이상이라

고 판정되었을 때에 변화가 나타나는 감시 항목을 픽업하여, 재조정시에 자동적으로 계수를 변경· 설정하도록 해도 

좋다.

그리고, 상기한 실시 형태에서는, 학습부(15)내에 학습 모드를 실행하여 결정한 감시 항목과 정상 범위를 격납하도록 

했는데, 다시 감시 항목 등과 함께, 감시 대상을 대응화하여 기억하도록 해도 좋다. 그리고, 복수의 감시 대상(설비, 제

품 등)과 기기에 대응하는 감시 항목 및 정상 범위를 기억시킴과 함께, 도시하지 않은 감시 대성 선택 수단(예를 들면 

누름 보턴)을 마련하도록 해도 좋다. 이러한 구성으로 하면, 학습 모드에서 감시 항목 및 정상 범위를 기억시킬 때는, 

미리 그 설비 등의 감시 대상에 대응하는 누름 보턴을 누름으로써 행한다. 그리고, 실제 동작 모드를 실행하는 경우에

는, 감시 대상의 누름 보턴을 누름으로써, 판정에 사용하는 감시 항목 및 정상 범위를 선택한 후에 한다. 이에 따라, 직

전에 학습을 할 필요가 없으며, 미리 각종의 감시 대상에 대한 감시 항목 등을 학습 모드에서 취득해 둠으로써, 다른 

종류의 감시 대상에 대하여, 그 때마다 학습하지 않고 실제 동작 모드에서 감시 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진동 감시 장치의 적용예를 설명하겠다.

제품 검사라인

모터 등의 진동원을 내장하는 기기(예를 들면 프린터)의 제품 검사 공정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본 발명의 진동 

감시 장치를 제품 검사 라인의 고정의 위치에 설정한다. 이 때, 진동 센서가 진동 감시 장치에 접속되어 있고, 그 진동 

센서는, 로봇암에 부착되어, 3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위치로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검사 대상인 제품

이 검사 라인을 흘러와서 소정의 위치에 오면, 로봇암이 움직여 진동 센서를 검사 대상 제품에 접속시킨다. 이어서, 검

사 대상 제품을 동작시키면, 진동 센서가 진동을 검출하고, 그 진동 센서의 출력을 기초로 특징량을 추출하여, 학습 모

드에서 결정된 감시 항목, 정상 범위(즉 판정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한편, 진동원의 종류인 검사 대상 제품의 변경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상품이라고 알고 있는 제품을 검사 라인에 보내

고, 이것을 진동원으로서 학습 모드를 실행한다. 이것 만으로 순서 바꾸기는 종료되고, 이후는, 실제 동작 모드로 진환

하여, 제품의 검사를 한다.

즉, 종래는, 진동원의 종류와 그것이 검사 대상 제품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숙련자가 진동 감시 장치

의 판정 방법을 설정했었다. 이에 비해 서, 본 발명품에서는, 순서 바꾸기가 매우 간단해진다 또한, 검사 대상 제품이 

동일 제품이든, 라인으로의 제품의 위치를 변경하면, 그에 따른 진동의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

우라도, 그 상태에서 학습 모드를 실행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간단히 순서 바꾸기를 할 수 있다.

학습 모드의 실행은, 처음으로 검사하는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만 하고, 결정한 판정 방법(감시 항목, 정상 범위 등)을 

기억해 두고, 그 후에, 같은 종류의 제품을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때마다 학습 모드를 실행하지 않고 기억되

어 있는 판정방법을 채용하여 실제 동작 모드를 실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검사 경험이 있는 제품을 검사하기 

위한 순서 바꾸기가, 판정 방법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보다 간단해진다.

범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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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진동 감시 장치를 설비 진단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우선, 공장 등의 사업소에서는, 

예를 들면 보일러, 공조 장치, 발전기, 선반, 프레스 가공기, 반송 장치 등의 진동 감시를 해야 할 다종 다양한 설비가 

혼재하고 있다. 설비의 종류를 불문하고, 같은 사양의 진동 감시 장치를 각 설비에 설치한다. 그리고, 각 설비에서 정

상 운전시에 학습 모드를 실행함으로써, 그 설비에 대한 진동 감시 장치의 설정이 완료된다.

또한, 제품의 종류별로 제품 검사 라인이 나뉘어 있고, 하나의 제품 검사 라인에서는 한가지 종류의 제품 검사 밖에 

하지 않는 경우는, 순서 바꾸기의 필요는 없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본 발명의 진동 감시 장치를 적용하면, 같은 사

양의 진동 감시 장치를 각 검사 라인에 설치하여, 각 라인에서 적어도 한 번 정상인 제품에 대해서 학습 모드를 실행

함으로써, 그 검사 라인에 대한 진동 감시 장치의 설정이 완료된다.

즉, 다른 진동원인 감시 대상· 설비에 대해서도, 동일한 진동 감시 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어 범용성이 높아진다 또한,

감시 대상의 종류에 따라 학습 모드에 의한 감시 항목 등의 판정 방법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시할 때에 사

용되는 감시 항목 등은 다를 수가 있지만, 장치 구성으로서는 동일 사양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핸디 타입

설비 진단에서, 상기와 같이 진동 감시 장치를 상설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반형의 진동 감시 장치를 사용하여 

정기 순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진동 감시의 대상으로 하는 각 설비에 대해서 정상 운전시에 학습 모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 결정된 판정 방법을 설비와 대응시켜 진동 감시 장치에 기억시켜 둔다. 그리고, 순회시에는, 그 설

비에 대응하는 판정 방법을 선택하여 실제 동작 모드를 실행한다. 이에 따라, 1개의 진동 감시 장치를 이용하여, 복수

의 다른 설비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핸디 타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학습부(15)에 대한 변형예

로 나타낸 바와 같이, 학습부(15)내에 복수의 감시 대상물(설비)과, 거기에 대응하는 감시 항목, 정상 범위의 판정 방

법을 관련지어 기억 유지시켜 두고, 실제 동작시에, 경사를 하는 감시 항목을 선택하는 기능을 부가해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관한 진동 감시 장치의 다른 실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본 실시예의 형태에서는, 상기한 

실시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진동 감시 장치가 학습 모드를 실행 중인지 여부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도 15에서는, 본 실시 형태의 장치 전면 패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학습 모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본 예에서는, 학습 판정 모드 전환 스위치(20)을 학습 모드로 전환한다. 이 상

태에서는 아직 학습이 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습 스위치(21)를 누름으로써 실행한다. 이에 따라 학습 모드가 동

작하고,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학습 LED(22)가 점등한다. 그리고, 이 학습 LED(22)는, 학습 모드가 종료하면 소등된

다. 이에 따라, 진동 감시 장치의 사용자는, 학습 LED(22)가 점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습 중인지 여부를 용이

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

그 결과, 학습을 위한 진동원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좋을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학습 중에는 노이즈가 

되는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주의 상태를 하지 않아도 좋은지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동작 모드를 개시하는 지시를 해도 좋을지도 판단할 수 있다. 학습 모드의 실행에 요하는 시간은, 진동 파형의 성

질 등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 의미에서도 이러한 학습 LED(22)를 마련하는 것

은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학습 LED(22)를 점등시키는 것이, 학습 모드 중이라는 뜻의 출력이 된다.

또, 학습 LED(22) 대신에, 학습 모드시는 온(ON), 종료시는 오프(OFF)가 되 는 디지털 출력(신호선에 의한 전기적 

출력)이어도 좋다. 또, 장치에 액정 등의 디스플레이를 마련하고, 문자 등으로 학습 모드라는 것을 표시해도 좋다. 그

리고, 학습 모드가 종료되었을 때에 소정 시간 LED를 점등하거나, 부저를 울림으로써 학습 모드를 종료했다는 뜻의 

출력을 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습 모드가 종료된 후에, 자동적으로 실제 동작 모드를 개시하는 경우

는, 실제 동작 모드임을 표시하도록 하여도 좋다.

그리고 다른 실시 형태를 설명하겠다. 이 실시 형태는, 복수회의 학습 결과나, 과거에 한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 

방법을 결정하는 기능 등을 구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능 구성은 상기한 각 실시 형태와 같다. 즉, 장치의 내부 구

성으로서는, 도 1, 도 4에 나타내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학습부(15) 등의 처리 기능의 일부가 다르다. 또, 전면의 패널

구조는, 도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다.

우선, 도 15에 나타내는 패널 구조에 대해서 실명하겠다. 본 예에서는, 학습 모드와 실제 동작 모드는, 모두 조작자로 

부터의 입력으로써 전환되고,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 때문에, 학습 모드와 판정 모드(이 실시 형태에서는 실제 동작

모드를 판정 모드라 한다)를 전환하기 위한 학습 판정 모드 전환 스위치(20)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그 전환 스위치(

20)를 조작함으로써, 어떠한 모드가 선택되는데, 그대로 곧 선택된 모드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스위치(21) 또

는 판정 스위치(23)가 눌러짐으로써, 선택된 모드가 실행된다 즉, 학습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 학습 스위치(21)가 눌려

지면, 학습 모드가 실행되며, 판정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 판정 스위치(23)가 눌려지면 실제 동작 모드가 실행된다. 그

리고, 그 이외의 조합 으로는 동작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필터의 선택은, 필터 선택 스위치(24)를 통하여 한다. 즉, 이 필터 선택 스위치(24)는 2개의 온/오프(ON/OF

F)의 딥스위치를 이용하여 구성되며, 4종류의 상태를 지시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필터를 사용한다」, 「

LPF를 사용한다」, 「BPF를 사용한다」, 「HPF를 사용한다」는 4종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필터 선택 스위치(24)를 기초로 한 신호가, 최종적으로 도 1에 나타내는 멀티플렉서(5)에 부여된다.

또한, 본 예에서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 기억한 데이터 중, 최신의 학습 데이터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삭제하는 학습 클리어 보턴(ONE)(25)과, 모든 학습 데이터를 삭제하는 학습 초기화 보

턴(ALL)(26)을 가지며, 불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또, 도면부호 27은, 진동 센서로 부터의 신호 레벨을 표시하는 인디케이터이다. 이에 따라, 진동 센서로 검출한 진동

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대략 그 판단을 하기가 가능해진다.

나아가서는, 학습 모드를 실행하여 얻어진 판정 방법과, 과거의 학습에 의해 얻어진 판정 방법의 서로 상이한 정도를 

판정하는 기능을 갓고 있으며, 그 상이한 정도가 되는 이탈(separation) 정도를 표시하는 이탈 정도 표시부(28)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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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정도가 일정한 기준 이상, 즉, 크게 다른 경우에 점등하는 이상 LED(29)를 구비하고 있다. 또, 이탈 정도 표시부

(28)과 이상 LED(29)는, 실제 동작 모드시에는, 판정 결과를 나타내는 표시 수단이 된다. 즉, 감시 대상물의 이탈 정

도를 표시부(28) 에 표시함과 함께, 정상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이상 LED(29)가 점등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조정 볼륨(30)은, 판정 방법 중 특별히 정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손잡이를 소정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정상 범위를 넓히거나 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숙련자 등에 의한 판정 결과와, 진동 감시 장치

의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 강제적으로 판정 방법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밀도가 높은 판정을 할 수 있게 된

다.

그리고, 전원 LED(31)는, 본 장치의 전원 투입에 따라 점등한다. 나아가서는, 각종 I/O 포트를 다수 구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제 동작에 대해 설명하겠다.

a)학습시의 동작

우선, 학습하는 회수는 1회라도 좋은데, 제품 검사에 사용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 제품에 품질의 불균일이 있기 때문

에, 복수개 제품의 진동 파형을 바탕으로 판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복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학

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다시 학습 스위치를 눌러 추가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 학습을 위해서 입력한 파형에 대한 데이터가, 전회까지의 학습에서 얻은 데이터에 대하여 서로 차이가 

큰 경우는, 예를 들면, 선택된 특징량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이상 LED(29)가 점등하여 이상이라는 것을 통지함과 함

께, 전 회까지의 학습에서 얻은 데이터에 대한 이탈 정도를 설정자에게 통지하여, 불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제거함으

로써, 보다 정밀도가 좋은 판정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학습 판정 모드 전환 스위치(20)를 학습 모드로 전환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학습이 개시되지 

않는다. 감시 대상이 검사 상태, 예를 들면 감시 대상이 데이터인 경우, 모터를 통전하여 소정의 회전수가 되도록 셋트

한다. 그 후, 진동 센서를 감시 대상물에 설치하고, 학습 스위치(21)를 눌러 학습을 개시한다.

그러면, 도 16의 흐름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우선 LED를 초기 상태로 한다(ST601). 즉, 학습 LED(22)를 점등시

켜 설정자에게 학습중이라는 것을 통지한다. 또한, 이 학습 LED(22)는, 학습 종료시에는 소등한다. 또, 학습 모드에서

는, 이상 LED(29)가 점등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상 LED(29)를 소등한다.

다음으로, 최초의 학습인지 추가 학습인지를 추가 학습 그래프에 의해 판정한다. 초기 상태에서는 추가 학습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으므로, 스텝(603)으로 뛰어, 추기 학습 그래프를 셋트한다(ST602, 603). 그리고, 기억하고 있던 판정

데이터(감시 항목 및 정상 범위)를 클리어하고(ST604), 다음으로 가변 이득 앰프(3)의 개인을 적절히 조정한다(ST6

05). 그리고, 진동 센서(2)의 출력(감시 대상 기기(1)의 정상적인 진동 파형)을 앰프(3), 필터(4), 멀티플렉서(5)를 통

하여 고속으로 샘플링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고(ST606),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감시 항목(판정 데이터)

으로서 선정한다(ST607), 또한 선택된 감시 항목의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진동의 정상· 이상을 판정하기 위한 알고

리즘(정상 범위)을 생성하여 처리를 종료한다(ST608). 또한, 최초의 학습시에 행하는 스텝(604∼608)의 처리 는, 도 

2에 나타내는 흐름도인 ST101∼ST105의 각 처리와 같기 때문에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한편, 추가 학습의 경우에는, 스텝(602)에서 예(YES)가 되므로, 스텝(609)이후의 추가 학습 처리 루틴으로 간다. 즉, 

스텝(606)과 같은 처리를 하여 파형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ST609), 구해진 판정 데이터와, 전회까지의 학습에서 구

한 판정 데이터를 비교한다(ST610). 그리고, 전회까지의 학습한 판정 데이터와의 상위가 큰 경우에는, 이상인 데이터

라는 것을 설정자에게 통지하기 위해서 이상 LED(29)를 점등함과 함께, 전회까지 학습한 판정 데이터에 대한 이탈 

정도를 설정자에게 통지한다(ST611).

여기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특징량 값의 평균값이 전회까지의 학습에서 결정한 동일한 특징량 값

의 평균값에서, 그 특징량 값의 표준 편차 이상으로 벗이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1회의 학습에서 예를 들면 100회

의 파형 도입을 행하므로, 전회까지의 학습이 1회뿐인 경우에도 특징량의 표준 편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학습이

면 반드시 상기와 같은 판정처리를 할 수 있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 사용하는 이탈 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전회까지의 학습에서 선택되어 있는 특징량 

항목에 대해서, 이번의 학습에 의한 특징량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전회까지의 학습에서, 그 특징량의 평균값과 표

준 편차가 구해져 있다. 이번에 구한 특징량의 평균값과 전회까지 구한 그 특징량의 평균값과의 차이가, 전회까지 구

한 표준 편차의 몇배인지의 계수를 구한다. 각 특징량 항목 별로 이 계수가 구해지고, 그 계수 중 최대의 것을 이탈 정

도로 한다.

다음은, 전회까지 구해져 있던 판정 데이터를 메모리에 기억하고, 금회의 데이터가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회의

데이터를 기초로 판정 데이터를 갱신한다(ST612). 그후 학습의 주 루틴으로 되돌아와 학습 모드를 종료한다.

판정 데이터의 갱신은, 전회까지의 학습 회수가 k회라고 하면, 금회의 판정 데이터가 1/(k+1)의 중요성 부여에 영향

받도록 판정 데이터를 변경함으로써 실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특징량의 평균값, 표준 편차는, 하기와 같이 구한다, 

즉, k회째의 학습 모드를 종료한 후의 어느 특징량의 평균값이 Mk, 2승 평균값이 Nk, 표준 편차가 Sk라고 한다. k+1

회째의 학습을 위해서 p회 도입한 파형에 대한, 상기 특징량의 평균 값 m, 2승 평균값이 n, 표준 편차 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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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에서 x  i 는 p회 중 i회째로 도입한 파형에 대한 상기 특징량의 값이다. k+1회째의 학습 후의 상기 특징량

의 평균 값 M  k+1 , 2승 평균값 N  k+1 , 표준 편차 S  k+1 은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단, k회째까지의 각 학습에서도 파형의 도입 회수는 각 p회째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이상 통지에 따라 설정자는 이런 학습에 의한 판정 방법의 갱신을 무효로 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설정자는 

학습 클리어 보턴(ONE)(25)을 눌러 금회 학습에 의한 판정 방법의 갱신을 무효로 할 수가 있다. 즉, 도 17에 나타내는

흐름도와 같이, 메모리에 대피해 둔 전회의 판정 데이터를 유효한 판정 데이터로써 설정한다.

또, 학습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 학습 초기화 보턴(ALL)(26)을 눌러 결정한 판정 방법은 모두 삭제된다 즉, 

도 18에 나타내는 흐름도와 같이, 모든 판정 데이터를 삭제한다. 그리고, 추가 학습 프레그를 리셋하여 이상 LED(29)

를 소등한다.

또한, 설정자는, 이상 LED(29)의 점등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어느 보턴(25,26)을 누름으로써, 금회의 학습에 의한 

판정 데이터의 갱신을 무효로 하거나, 전회까지 학습한 판정 데이터 모드를 삭제할 수가 있다.

또한, 학습 모드 종료 후, 학습 판정 모드 전환 스위치(20)를 판정 모드로 하고 패널(32)를 덮어 판정 모드시에 불필요

한 스위치류는 동작할 수 없게 된다(도 19 참조).

b)판정 모드

감시 대상을 검사 상태로 하고, 진동 센서를 감시 대상물에 설치한 후, 판정 모드를 실행한다. 즉, 판정 스위치(23)를 

누름으로써 개시된다. 도 20에 나타내는 흐름도와 같이, 전동 센서로 부터의 센서 출력을 취득하고, 학습 모드에서 결

정한 판정 방법에 따라, 감시 항목을 추출하고,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을 한다. 또한 이

탈 정도도 구한다(ST701,702). 그리고, 판정 결과가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 LED(29)를 점등한다(ST703). 또한, 이

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이탈 정도를 표시부(28)에 표시한다. 그리고, 외부 단자에 판정 결과를 출력한다.

또한, 이 판정 결과를 참고로 하여, 판정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판정 결과가 이상한 경우에는, 조정 

볼륨(30)을 조작함으로써, 판정에서 이용된 한계값(청상 범위)에 대하여, 선택되어 있는 감시 항목에 대해서 일괄하여

외부에서 조정한다(ST704, ST705), 또한, 정상 범위는, 초기값으로서는 학습시에 표준 편차의 3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볼륨(30)을 「풀음」 측으로 돌림으로써, 그 정상 범위가 넓어지고(3배 이상), 반대로 조정 볼륨(30)을 

「조임」 측으로 돌림으로써, 정상 범위는 좁아진다(3배 이하).

또한, 상기한 각 실시예의 형태에서는, 학습 모드를 복수회 실시하여 그 때마다 판정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했는데, 미

리 학습용 파형의 도입 회수(학습용 검 사 대상 제품의 대수)를 구해 두고, 하나의 학습 모드에서 학습용 검사 대상 제

품을 바꾸면서 파형 도입만을 정리하고, 일괄하여 판정 방점을 결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도시를 생략하지만, 학습 끝 LED를 마련하면 더욱 좋다. 이 학습 끝 LED는, 학습 모드의 실행에

의해 결정한 판정 방법을 진동 감시 장치내애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등되어 있고, 학습 모드가 실행되고 판

정 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점등하도록 작동시킨다. 그리고, 이 학습 끝 LED는 기억되어 있는 판정 방법이 클리어될 

때까지 점등하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하면, 학습 끝 LED의 점등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동작 모드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점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실제 동작 모드를 실행할 수가 있다. 또, 초기 구입시나 판정 방법의 클

리어후는, 판정 방법이 기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 끝 LED가 소등되어 있

으므로, 우선 학습 모드를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학습 끝 LED 대신에, 판정 방법이 기억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오프(OFF), 기억되이 있는 경우는 온(ON)

이 되는 디지털 출력(신호선에 의한 전기적 출력)을 하도록 해도 좋다. 또, 장치에 액정 등의 디스플레이를 마련, 문자

등으로 판정 방법의 기억 유무를 표시하여도 좋다.

그리고 또, 학습 끝 LED는 독립한 LED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학습 중임을 나타내는 LED와 공통화해도 좋다. 

즉, 다른 색을 발광할 수 있는 LED를 이용 하여, 학습 중에는 어떤 색(예를 들면 적색)을 점등시키고, 학습 끝인 경우

에는 다른 색(예를 들면 녹색)을 점등시키도록 해도 좋다. 그리고, 판정 방법이 기억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등하

도록 한다. 또한, 발광색은 동일하여도, 예를 들면, 학습 중에는 점멸시키고, 학습 끝인 경우에는 점등하여, 판정 방법

이 기억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등하도록 하여도 좋다,

도 21, 도 22는, 본 발명에 관한 진동 감시 장치의 이용 상태의 일예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진동 감시 장치(35)에는, E

EPROM을 구비한 외부 기억 장치(36,37)가 접속되어 있다. 이 외부 기억 장치(36,37)는, 떼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

어 있다. 이에 따라, 떼어낸 후, 다른 진동 감시 장치에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하면, 우선 1대째의 진동 감시 장치(35)에서 학습 모드를 실행하여 판정 알고리즘을 작성

한다. 작성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는 2개의 외부 기억 장치(36,37)에 기입된다. 전원을 끊은 후, 한쪽의 외부 기억 장

치에서 떼어냄과 함께, 카피하고자 하는 다른 진동 감시 장치에 접속한다. 이에 따라, 다른 진동 감시 장치에는, 상기 

판정 알고리즘 등의 원본 데이터가 격납된 외부 기억 장치(36)와, 데이터가 격납되어 있지 않은 외부 기억 장치(37)의

2개가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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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전원을 꽂으면, 도 22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 우선 각 외부 기억 장치 내용의 에러를 체크 섬(check 

sum) 등에 의해 판정한다(ST801).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기억 장치(36)(원본 데이터)의 내용을 외부 기억 장치

(37)에 카피함과 함께, 학습 그래프를 세트하여, 학습 끝 상태로 한다(ST802∼ST804). 한편,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외부 기억 장치의 내용은 클리어된다.

이 조작에 의해, 판정 방법에 관한 데이터의 복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 검사에서는, 복수개의 라인에서 동

일 판정 기준을 이용하여 판정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나의 진동 감시 장치에 의해 학습을 하여 얻어진 데이터

를 복제하여 다른 진동 감시 장치에도 사용함으로써, 학습 처리는 1회로 끝난다. 또한, 데이터의 복제는, 진동 감시 장

치에서 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 복제 장치를 이용하여 하도록 하여도 물론 좋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진동 감시 장치 및 진동 감시 조건 결정 장치는, 각종 제품을 검사하는 제품 검사 라인에 사용

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숙련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검사하는 제품이 변경된 경우에도 간단한 순서 바꾸기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같은 사양의 진동 감시 장치를 여러 가지 설비의 감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조자에게 있어

서 진동 감시 장치의 제조가 용이해지며, 사용자에게 있어서 설비에 대한 진동 감시 장치의 설치, 진동 감시 장치의 보

충품의 관리가 용이해진다. 단일 제품을 검사하는 제품 검사 라인에 적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진동 감시장치 및 진동 감시 조건 결정장치에서는, 학습 모드에서, 입력되는 정상 진동의 파형을 

다수의 분석 항목에 따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서 실제 동작 모드에서 채용하는 분석 항목을 선택한다. 어떠한 기

기를 감시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어느 것과 어느 분석 항목에 정상· 이상의 차이가 생기기 쉬운가를 학습 모드로 

분석하고, 실제 동작 모드에서는 선택된 소수의 분석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 처리한다.

따라서, 진동 특성이 다른 각종 기기나 장치에 적용하는 경우라도, 자동 설정되는 적절한 감시 항목 및 판정 알고리즘

에 따라 정상· 이상의 판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동작 모드에서의 감시 항목 수를 적게할 수 있으므로, 

고속 치리를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학습 개시 지시가 부여되면 학습 모드를 개시하고, 이 학습 모드에서 진동원이 정상(正常)인지 이상(員常)인지를 판정

하기 위한 판정 방법을 진동 센서로 부터 입력된 정상시의 파형 정보를 근거로 결정하고,

상기 학습 모드가 종료된 후, 상기 결정한 판정 방법을 바탕으로 진동 센서로 부터 입력된 파형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진동원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정하는 실제 동작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진동 감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에서 판정 방법의 결정을, 상기 진동원의 종류의 변경 유무를 불문하고 상기 정상시의 파형 정보 및 미

리 그 진동 감시 장치가 갖는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원 종류의 변경은, 다른 종류의 장치로의 변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를 종료한 후, 자동적으로 상기 실제 동작 모드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를 종료한 후, 지시가 부여됨으로써 상기 실제 동작 모드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 중임을 식별하기 위한 출력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 중에 학습 모드 중이라는 뜻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를 종료한 후에, 학습 모드가 종료되었다는 뜻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를 종료한 후, 자동적으로 상기 실제 동작 모드가 되고, 상기 실제 동작 모드 중에 실

제 학습 모드라는 뜻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방법의 결정은, 판정에 사용하는 특징량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판정 방법을 변경하는 변경 수단을 또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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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수단은, 상기 학습 모드를 복수회 실행하고, 마지막 학습 모드의 실행에 의해 전회 학습 

모드에서 결정한 판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최후의 학습 모드를 개시한 후에, 그 최후의 학습 모드를 개시하기 이전에 유효로 하고 있던 

판정 방법을 유효한 판정 방법으로서 채용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최후의 학습 모드의 실행을 위해서 입력한 파형 정보에 대한 특징량의 값과, 전회까지의 학습 모드

의 실행에 의해 취득한 특징량의 값과의 불일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불일치의 정도를 미리 설정된 파형 정보의 각 특징량의 이탈 정도에 의해 2개의 값으로 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15.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에서는, 판정에 사용하는 특징량의 종류를 선택하고,

상기 판정 방법은, 상기 선택한 특징량에 대해서 한계값을 설정하고, 상기 실제 동작 모드의 실행을 위해서 입력한 파

형 정보에 대한 특징량의 값과 상기 한계값과의 관계를 기초로 판정하는 것이고,

상기 판정 방법을 변경하는 변경 수단은, 부여된 지시를 바탕으로 상기 한계값을 변경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진

동 감시 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하는 특징량의 종류는 복수이고,

상기 판정 방법을 변경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특징량에 대해서 설정한 각 한계값 중 적어도 2개의 한계값을 일괄

하여 변경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지.

청구항 17.
재 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에 있어서, 파형 정보의 입력을 복수회로 나누어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

시 장치.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실제 동작 모드에 있어서, 실제 동작 모드의 실행을 위해서 입력한 파형 정보에 대한 특징량의 

값과 상기 학습 모드의 실행애 의해 취득한 특징량의 값과의 불일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1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한 판정 방법을 그 진동 감시 장치내에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20.
학습 개시 지시가 부여되면, 진동 센서에서 입력한 정상시의 파형 정보를 바탕으로, 진동원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특징량의 종류를 결정하고,

결정한 특정량의 종류를 출력하는 진동 감시 조건 결정 장치.

청구항 21.
감시 대상이 되는 진동계의 진동을 진동 센서로 검출하고, 그 센서 출릭을 정보 처리 장치로 분석 처리하고, 감시 대상

진동계의 진동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별하는 수단과,

감시 대상 진동계가 정상 진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정보 처리 장치를 학습 모드에서 동작시키고, 그 학습 모드에

서는, 상기 진동 센서로 부터의 진동 파형을 적절한 기간에 걸쳐 샘플링하여, 미리 결정된 다수의 분석 항목에 따라 진

동 파형을 분석하고, 각 항목의 분석 데이터를 각각 통계 처리하여 변화가 적은 몇가지의 분석 데이터를 선택하고, 선

택한 분석 데이터에 해당하는 분석 항목을 실제 동작 모드에서의 감시 항목으로 결정함과 함께, 결정한 복수의 감시 

항목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동의 정상· 이상을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학습 모드를 종료 후에 상기 정보 처리 장치를 실제 동작 모드에서 동작시키고, 그 실제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센서로 부터의 진동 파형을 수시로 샘플링하여, 상기 학습 모드에서 결정된 상기 감시 항목에 따라 진동 파형을 분석

함과 함께, 그 분석 데이터를 상기 학습 모드에서 결정된 상기 판정 알고리즘애 따라 처 리하여 정상· 이상을 판정하

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에서의 진동 파형의 분석 항목은, 최대값, 최소값, 피크 투 피크값(peak to peak va

lue), 고레벨 한계값을 상회한 회수, 저레벨 한계값을 하회한 회수, 고레벨 한계값을 상회한 시간, 저레벨 한계값을 하

회한 시간, 극소값의 발생 회수 중 소정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 센서의 출력은 필터에 의해 복수의 주파수 대역으로 변별(弁別)되고, 각 대역별로 상기 

분석 항목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24.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 모드의 개시시에 상기 진동 센서의 출력 레벨을 미리 설정된 입력신호 레벨범위내에 수

납하는 자동 게인 조정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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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1항에 있어서, 외부로 부터의 지령 입력에 따라 대응하여, 지정된 상기 분석 항목을 상기 감시 항목으로서 채용하

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26.
제 21항에 있어서, 외부로 부터의 지령 입력에 따라 대응하여, 지정된 상기 분석 항목을 상기 감시 항목에서 제외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청구항 27.
제 21항에 있어서, 외부로 부터의 지령 입력에 따라 대응하여, 상기 판정 알고리즘에서의 지정된 파라메터를 지정한

대로 변경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감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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