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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변수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상관계수 분석을 
사용하여 터보 팬 엔진의 잔여 유효수명(RUL)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심층 인공신경망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LSTM(long short-term memory) 및 양방향 
LSTM(Bidirectional LSTM)을 적절히 배열하여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대화한다. 또한 제안된 모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residual network 및 dropout 
기술을 적용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은 기존 방법과의 
비교 및 검증을 통해 낮은 상관 데이터를 제외한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이 제시된다.

This paper proposes a deep neural network architecture 
to improve the prognosis accuracy of remaining useful life 
(RUL) of the turbofan engine by u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that reduces the variable complexity. 
The proposed model maximizes the performance of each 
algorithm by appropriately stack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long short-term memory (LSTM), and 
bidirectional LSTM. It also includes residual network and 
dropout technique to improve the learning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compared and verified with that of 
conventional method, which suggest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excluding the low correla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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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터보팬 엔진은 항공기의 추진에 주로 사용된다.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
로 이루어지는 가스터빈 또한 터보팬 엔진 전단부의 팬을 제외하고는 같
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군의 전차, 공군의 전투기, 해군의 함정이나
화력발전소에서 추진과 발전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터보팬 
엔진은 구조적 특성상 작은 결함이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명과 
관련되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신뢰성에 대한 요구로 1980년
대에 항공기 사고를 줄이고자 건전성 예측관리(PHM, prognostics and 
health monitoring)라는 정비 개념이 도입되었다.
건전성 예측관리란 상태기반정비(CBM, condition based mainten-

ance)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으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필
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의 정비를 실시하는 전략이다. 이는 1세대 정비인
고장정비(corrective maintenance)와 2세대 정비인 예방정비(predictive
maintenance)에 이어 발전된 개념이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지보수 비
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1]. 건전성 예측관리는 센서 등으로부터 데
이터를 취득하여 현재 상태를 진단한 후 현재 시점에서 장비가 고장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잔여유효수명(RUL, remaining useful life)이 얼
마나 남았는지를 판단하여 교체 및 정비를 하는 총괄적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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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또는 장비의 잔여유효수명을 예지(prognosis)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2]. 첫 번째는 물리 기반 방식
(physics based approach)이며 이는 물리적 수식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로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두 번
째는 데이터 기반 방식(data- driven approach)이며 센서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다항식을 얻어 미래의 상
태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물리 기반 방식과 데이
터 기반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approach)
이다. 물리 기반 방식은 수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확도가 높
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 기반 방식은 데이터가 많을 때 사
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물리 기반 방식과 비교해 정
확도가 낮다. 하지만 터보팬 엔진의 경우 복잡한 구조와 다
양한 센서 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물리 기반 방식처럼 하나
의 수식으로 열화의 정도나 잔여유효수명을 예측할 수 없
다. 따라서 터보팬 엔진의 잔여유효수명 예지는 데이터 기
반(data-driven) 방식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방식은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
chine), Hidden Markov 모델 등을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과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법으로 나뉘며 특히 인공지능 기법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중이다. 인공지능 기법은 
회귀를 기반으로 한 콘볼루션 신경망(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장단기 메모리(LSTM, long short-term 
memory),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directional LSTM) 등
을 사용하여 잔여유효수명을 예측한다[3-5]. 또한 앙상블 
네트워크나 준지도 학습(semi- supervised learning) 등을 
사용하여 잔여유효수명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6,7].
본 논문은 터보팬 엔진의 잔여유효수명을 예측하기 위
하여 콘볼루션 신경망(CNN), 장단기 메모리(LSTM), 양방
향 장단기 메모리(Bi-LSTM)을 사용하는 딥스택 인공신경
망을 구성한다. 세 가지의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정교한 아
키텍처를 구성하여 잔여유효수명을 정확히 예측하도록 한
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잔여유효수명 예측의 정확
도 향상을 위해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 것
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예측 데이터의 변수를 축소하는 방
법으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연구에서 사용한 NASA (Na-
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C-MAPSS 
(Commercial Modular Aero-Propulsion System Simu-
lation) 데이터에는 총 28개의 변수가 사용되며 이 중 센서 
데이터가 21개이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 중 상관관계가 높
은 변수들로만 학습시켜 잔여유효수명 예측의 정확도를 높
였으며 다른 연구들과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2. 모델 설명

2.1  1D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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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cess of 1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또는 이미지나 영상 
인식 분야의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8]. 
콘볼루션 신경망은 데이터를 입력 후 여러 필터를 통해 합
성곱으로 처리하여 슬라이딩을 거쳐 피처 맵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특성 맵은 풀링 레이어를 통해 각 특성 맵에
서 중요한 로컬 정보를 추출한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특성 
때문에 콘볼루션 레이어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현저하
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풀링 절차는 이미지나 영상의 처리
와 같은 매우 높은 차원의 문제에 적합하게 적용된다. 하
지만 1D 콘볼루션 신경망(1 dimention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가 개발되면서 시계열 1D 신호 처리에 유
용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D 신경망은 2D CNN
보다 간단한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훨씬 
낮다. 1D CNN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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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lj(τ), blj, f l, kljf 는 각각 특징 맵 j, 특징 맵 j의 바이어
스 벡터, 총 특징 맵 개수 및 레이어 (l+1)에서 특성 맵을 생
성하는 필터이며 σ는 비선형 시그모이드 함수이다. Fig. 1
과 같이 1D CNN은 입력으로부터 하위 레이어, 상단 레이어
로 특징을 추출하며 이후 풀링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
성을 추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델 파라미터의 수를 
감소시키게 되고, 컴퓨터 효율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유용한 정보 또한 어느 정도 필터링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CNN 레이어로만 아키텍처를 구성해서는 터보팬 엔
진의 잔여유효수명을 정확히 예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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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STM(long short-term memory)

LSTM은 더 복잡한 형태의 RNN(recurrent neural net-
work)이다. 기존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주
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RNN에는 훈련 과정 중 경사 소실이
라는 문제(gradient vanish)가 있다. 이는 학습이 길어져 시
간 단계의 수가 많으면 초기 가중치가 더 이상 일정하지 않
아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TM이라고 하는 RNN의 개선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9]. 
LSTM은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 및 메모리 
블록으로 구성된다. “Memory” 제어 블록과 표준 반복 레
이어를 통합하는 특징을 가진 알고리즘으로 장기적인종속
성이 있다. 셀에 추가된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스
템 출력은 메모리 내용을 다음 단계로 넘긴다. 정보가 필수
적이지 않았을 때 시스템은 망각 게이트를 열어 메모리 장
치의 내용을 재설정한다. 이 3개의 게이트는 다계층 네트워
크에서도 훈련 중 이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일반 
RNN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LSTM은 장기 의존성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계열 센서 데이터 예측 
및 음성 인식 및 언어 번역과 같은 자연어 처리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LSTM 네트워크의 구
조는 Fig. 2에 나와 있으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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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ss of long-short term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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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t, f t, ot, c t는 각각 입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 및 메모리 셀이다. 또한, g 및 h는 비선형 활성화 함
수이다. 게이트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되는 lo-
gistic sigmoid 함수이다. 입력 및 출력 게이트의 활성화 
기능은 쌍곡 탄젠트 함수이며 ⊙ 표기법은 두 벡터 사이의 
convolution이다. 식 (2)의 입력 벡터에 입력 게이트 식 (3)
의 출력 벡터를 곱하고, 식 (5)의 셀은 순차적 데이터의 저
장 여부를 결정한다. 데이터를 망각하는 경우, 입력 벡터는 
망각게이트 식 (4)로 전달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셀은 입력 벡터를 식 (6)의 출력 게이트와 식 (7)의 블록 출
력으로 전송한다.

2.3 Bi-LSTM(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기존의 LSTM 기법은 각 시간 단계에서 데이터를 처리
하여 어떤 정보를 잊고 어떤 정보를 저장할지 결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시계열 정보를 예측할 때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방향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Fig. 3과 같이 Bi-LSTM는 
과거와 미래의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억할 수 
있으므로 기존 LSTM보다 두 배 많은 정보에서 학습 특징
을 추출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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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rocess of bidirectional long-short term memory

2.4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𝑟 =
∑ (𝑋𝑖 − 𝑋*)(𝑌 𝑖 − 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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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r은 피어슨 상관계수, n은 변수의 수, Xi, Yi는 각 
변수를 나타내고, X, Y는 각 변수의 평균을 나타낸다. 상관
계수는 양수 100 % (1) 및 음수 100 % (‒1)까지의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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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적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NASA C-MAPSS 데이터는 터보팬 엔
진 모듈의 온도, 속도, 압력 및 공기 비율 정보를 포함하는 
21개의 센서 데이터로 구성된다. 센서들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21개 센서 중 6개가 0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센서 간 상관계수를 0 %, 30 %, 60 % 미
만으로 가지는 그룹으로 비교하였다. 센서 간 상관관계가 
0 %인 센서는 총 6개, 30 % 미만인 센서는 7개, 50 % 미만
인 센서는 9개 있다. 터보팬 엔진의 잔여유효수명은 모든 
센서 데이터를 학습하여 추정할 수도 있지만 상관관계가 
없거나 적은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의 복잡성만 높
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에서의 파라미터 수를 줄였을 
때의 정확도가 높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그룹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2.5 제안하는 심층신경망 모델

이전 연구[3-7]는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 사용하여 다
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했다. 완전 연결된(fully con-
nected) CNN 또는 RNN 아키텍처는 높은 수준의 예측 정
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택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CNN, LSTM 및 Bi-LSTM을 통해 신경망의 학습 
성능을 향상시켜 시계열 다변수 센서 데이터를 학습한다. 
전체 아키텍처는 Fig. 4에 나와 있다. 데이터 입력 전에 피
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한 상관 매트릭스에서 센서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고 각각 그룹별로 센서를 제외한다. 첫 번
째 계층에서 CNN은 입력 센서 데이터에서 공간 특징 벡터
를 추출하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 LSTM 계층은 경사 소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순방향으로 출력을 반복적으로 저장
하여 시계열의 시간적 특성을 포착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
징을 활용하기 위해 LSTM 계층은 제안된 모델에서 CNN 
계층 뒤에 배치된다. 마지막으로 Bi-LSTM은 LSTM 알고
리즘과 다르게 순방향 및 역방향 종속성을 모두 고려한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Bi-LSTM은 양방향 패스를 통해 두 
시간적 특성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따라서 Bi-LSTM 계층은 
제안된 모델의 마지막 계층으로 배치된다. 또한 이전 레이
어와 다음 레이어의 출력을 결합하여 학습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 잔여 네트워크(residual network)를 각 방법의 중
간에 배치하여 심층 네트워크 깊이에서도 최적화와 정확
도를 모두 향상시켰으며 드롭아웃 기법(dropout techni-
que)을 활용하여 입력 정보의 일부를 생략하여 과적합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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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roposed model architecture

3. 실험 및 결과

3.1 터보팬 엔진 잔여유효수명 예측

이 연구에서는 NASA의 C-MAPSS 데이터 세트 FD001
을 사용하여 터보팬 엔진의 잔여 유효수명을 예측한다. 터
보팬 엔진은 다양한 구성요소(fan, LPC, HPC, LPT, HPT, 
combustor, nozz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모양은 Fig.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구성요소는 온도, 압력, 속도 등 엔
진 상태 및 정보를 측정하는 21개의 센서로 구성된다.

Sensor
measurement

Engine
component

Temperature
pressure

Temperature
pressure

Temperature
pressure Temperature TemperatureSpeed

Fan Compressor
(low pressure,
high pressure)

Combustor Turbine
(low pressure,
high pressure)

Fig. 5. Diagram of the turbofan engine modules

데이터셋은 100개의 엔진 데이터로 구성된 FD001을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파이썬을 사용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Adam (adaptive moment estimation)을 사용
하였으며 평가지표는 평균 제곱근 편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다. 학습 손실은 반복 횟수(epoch)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Fig. 6(a) 참조). 초기 20 에포
크 이후에는 손실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112 에포크에서 조
기 중지하여 학습이 종료된다. 제안된 모델은 Fig. 6(b)와 
같이 각각의 엔진의 RUL 값을 정확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
다. 학습결과는 RUL이 10.95 RMSE로 예측되어 터보팬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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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수명주기의 사전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향상하고 유
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보인다. 특히 Table 1
과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은 CNN, LSTM, 
Bi-LSTM 및 DBN 기술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
이었다. 제안된 모델은 CNN, LSTM, Bi-LSTM 알고리즘과 
dropout 및 residual network 기술을 사용하여 구성되어 
기존의 모델보다 터보팬 엔진의 잔여유효수명을 좀 더 정
확하게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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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UL prediction simulation result

Deep learning approach 
and reference 

The RMSE of FD001 datasets 
RUL prediction

CNN + FNN 
(2016) [3] 18.45

LSTM + FNN 
(2017) [4] 16.14

Bidirectional LSTM 
(2018) [5] 15.42

Ensemble of deep belief network 
(2016) [6] 15.04

Semi-supervised 
(2019) [7] 12.56

Proposed model 
(CNN+LSTM+Bi-LSTM) 10.95

Table 1. Comparison of the RUL prognosis results be-
tween the proposed model and other literature results

3.2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효과 분석

Table 2는 제안된 모델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한 상
관관계 분석의 효과를 보여준다.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학
습효과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만 사용하였을 때 RUL 예측의 정확도가 높지 않
았다.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한 그룹에 따라 변수의 개수가 
달라지며 이는 기존 데이터셋(21개), 상관관계 0 %의 변수
를 제거한 데이터셋(15개), 상관관계 30 % 미만의 변수를 
제거한 데이터셋(14개), 상관관계 60 % 미만의 변수를 제
거한 데이터셋(12개)의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
해 상관계수와 변수의 개수 사이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 
상관관계가 30 % 미만인 데이터를 제거한 경우에 최상의 
학습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관관계가 60 % 미만인 데이터
를 제거한 경우에는 변수의 수가 너무 적어져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짐을 보인다.

Number of 
features

Original
data
(21)

Exclude 
correlation 
under 0 %

(15)

Exclude 
correlation 
under 30 %

(14)

Exclude 
correlation 
under 60 %

(12)

RMSE 13.21 11.45 10.95 11.45

Table 2. The RUL prediction result RMSE of the proposed
model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터보팬 엔진의 RUL을 예측하기 위한 심
층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아키텍처
는 널리 사용되는 C-MAPSS 데이터 세트에서 학습되어 예
측 결과는 최신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상관관계 분석 방법은 관련성이 낮은 데이터를 제
외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다.

(2) CNN, LSTM, Bi-LSTM 알고리즘과 residual net-
work, dropout 기법을 사용한 제안된 심층 인공
신경망 네트워크는 하나 또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전 연구보다 RUL 예측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실험결과는 다른 연구보다 RUL 예측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 아키텍처는 터보팬 엔진의 정확한 RUL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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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여 실제 PHM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터보팬 엔진의 관리와 정비 계획에 
참고하여 장비의 성능 유지와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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