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7

● 요   약 ●  

에스컬레이터의 고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이러한 고장 예측을 위한 많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지만, 설비의 이상 데

이터 확보가 어려워 모델 학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비지

도 학습 기반의 방법론 중 하나인 LSTM Autoencoder 알고리즘을 사용해 에스컬레이터의 이상을 탐지하는 

모델을 생성했고, 최종 실험 결과 모델 성능 AUROC가 0.9966, 테스트 Accuracy가 0.97이라는 높은 정확

도를 기록했다. 

키워드: 딥러닝(Deep Learning), 에스컬레이터(Escalator),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LSTM Auto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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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21년 3월 기준 국내에 보유한 전체 

승강기 개수는 약 75만 개이고, 에스컬레이터는 약 3만 7천 개로 

5%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전체 승강기의 약 57%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설치 비중에 비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1]. 

특히 지하철과 백화점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에스컬레이터

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기 전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고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에스컬레이

터를 자체 점검하지만, 점검기준서 없이 점검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이 되고 있다[2].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사용한 이상 탐지 기법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3][4].

기계의 이상을 탐지하는 기법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 

방법론으로 나뉜다. 지도학습 방법론은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비지도 학습보다 정확도가 

높은 특징이 있지만,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클래스 불균형(Class-Imbalance)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5].

그에 반해 비지도 학습 방법은 취득되는 대부분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라는 가정하에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위한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 

현상이 발생해도 추가 학습 없이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는 이런 비지도 학습 기반의 방법론 중 하나인 LSTM 

Autoencoder(이하 LSTM AE) 알고리즘에 에스컬레이터 체인의 

정상 소음 데이터를 학습시켜 이상 탐지 모델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성능 평가와 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LSTM AE 구조 및 특징

LSTM AE 알고리즘은 입력 데이터를 잠재 변수로 압축하는 인코딩 

계층과 이를 원본에 가깝게 재구성해내는 디코딩 과정을 거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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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론인 Autoencoder에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사용되는 LSTM 셀을 사용한 방법론으로, 

LSTM 셀을 적용한 인코더-디코더 구조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LSTM 

AE의 구조는 아래의 Fig. 1.과 같다[8].

Fig. 1. LSTM Autoencoder Architecture[8]

1.2 이상 탐지 방법

학습된 LSTM AE에 에스컬레이터의 소음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하

면 입력된 소음 시계열 데이터와 최대한 비슷하게 데이터를 재구성한

다. 이때, 재구성한 결과와 원본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재구성 손실 

값을 설정한 임계값(Threshold)을 비교해서 입력된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인지 이상 데이터인지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MSE(Mean Squared Error)라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를 사용했다[9].

Fig. 2. Process of Anomaly Detection using LSTM AE

III. The Proposed Scheme

1. 모델 학습 수행

1.1 학습 환경

본 연구는 Geforce RTX 2080 GPU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Keras 2.3 버전 기반으로 학습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에스컬레이터 소음 데이터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실험실에 설치된 모형 에스컬레이터의 체인으로부터 취득되었다. 

데이터는 주파수 20Khz로 10분 동안 취득했고, 데이터 세트는 정상 

소음과 감속기 기어의 이(Tooth)가 1개 빠진 상태에서 취득한 이상 

소음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3. Prototype of Escalator

1.2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형태 변환과 z-score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를 

전처리했다. 원본 데이터는 1,200만 개의 1열짜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1초 동안의 데이터 특징을 사용하기 위해 20,000개씩 600열로 

형태를 변경했고, 데이터의 특성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Sklearn에서 

제공하는 StandardScaler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z-score 정규화를 

진행했다. 

그리고 2차원 데이터를 LSTM 셀의 입력 데이터 형태로 맞추기 

위해 3차원 형태로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정상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16,000개 훈련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가 섞여 있는 2,400개의 검증 

데이터, 5,6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했다.

1.3 모델 구조 및 학습 파라미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LSTM AE 모델은 2개의 인코더 계층과 

디코더 계층으로 구성된다. 각 계층 별 은닉층 개수는 아래 Table 

1. 과 같다.

Layer Hidden Layers

LSTM Encoder Layer
140

70

LSTM Decoder Layer
70

140

Table 1. Number of hidden layers by layer

모델의 활성화 함수는 Adam, 손실함수는 MSE를 사용했다. 학습 

파라미터는 배치사이즈를 32로 설정했고, 과적합(Overrfitting)을 

피하기 위해 Keras에서 제공하는 EarlyStopping Callback 함수를 

사용해 모델의 검증 손실 값이 에포크 5회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면 

학습을 종료하게 설정했다. 위와 같이 설정하고 학습한 결과 에포크 

79회 일 때, 모델의 검증 손실 값이 0.2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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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el Learning Result

1.4 임계값(Threshold) 설정

본 연구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정상, 이상 판단 기준이 되는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 정밀도-재현율 그래프를 사용했다. 정밀도-재현율 그래

프는 임계값을 변경해가며 정밀도와 재현율을 구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데, 그래프에서 정밀도와 재현율이 서로 가장 높게 도출되는 정밀도와 

재현율이 교차하는 지점을 모델의 임계값으로 설정했다. Sklearn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결과 Fig. 5.와 같이 결과를 도출했다.

Fig. 5. Precision-Recall Curve 

2. 모델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AUROC 지표를 사용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다. 

AUROC는 실제 정상 데이터를 이상 데이터로 잘못 예측한 비율 

FPR(false positive rate)과 이상 데이터를 이상 데이터로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 TPR(true positive rate)을 각각 x축, y축으로 설정한 

ROC 곡선의 아래 면적 값을 의미한다[10]. 

이 AUROC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Sklearn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Fig. 6.과 같이 0.9966이라는 높은 수치의 결과를 기록했다.

Fig. 6.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AUROC

3. 테스트

본 연구에서는 Accuracy 지표를 사용해 최종 테스트를 진행했다. 

Sklearn의 Confusion Matrix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Accuracy 값을 

도출했고 0.97이라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Fig. 8.은 테스트 결과를 시각화 그래프이다. 임계값을 0.49로 

설정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에 입력한 결과 체인의 정상 

소음 데이터(Normal)와 기어 이 빠진 상태에서 취득한 이상 소음 

데이터(Break)를 그래프와 같이 분류해내는 것을 확인했다.

Fig. 7. Confusion Matrix

Fig. 8. Visualiz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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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딥러닝을 사용한 이상 탐지 방법론 중 정상 데이터만 

사용하여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LSTM AE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에스컬레이터의 이상을 감지하는 모델을 생성했다.

정밀도-재현율 그래프를 사용해 최적의 임계값을 설정했고, 

AUROC를 사용해 모델 성능을 평가한 결과 0.9966이라는 높은 

수치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Accuracy 지표를 사용해 도출한 결과 0.97이라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높은 정확도로 이상 데이터를 탐지해

냈지만, 사용한 데이터 세트가 현장의 소음이 섞이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장의 소음이 섞인 데이터를 확보 후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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