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스마트공장 환경에서 생산 설비의 이상 탐
지(Anomaly Detec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제품 생산 중에 설비 이상이 생기거나 불량품
이 나오면 공정 전체가 중단되고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이상 탐지가 요
구된다[1].

이상 탐지 기법은 크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
습으로 나뉜다. 지도 학습을 이용한 방법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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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이상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식이다.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방법은 정상 데이
터만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식으로 정상 데이터
만 있어도 이상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으나 지도 
학습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2].

그러나 제조 데이터의 이상 데이터는 그 수가 정
상 데이터에 비해 매우 적어 클래스 불균형(Class 
Imbalance)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에 이상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제조 
데이터에 대한 이상 탐지를 위해 Autoencoder 기반 
기법들을 사용하여 Autoencoder의 재구성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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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설비에 센서가 설치되고 각종 공정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의 설비이상으로 인한 생산중단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설비 
이상 탐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설비의 이상탐지를 위해 제조데이
터를 딥러닝 모델인 Autoencoder(AE), VAE(Variational Autoencoder), AAE(Adversarial Autoencoder)에 적
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조데이터는 단순 이동 평균 기법과 전처리 과정을 거쳐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단순이동평균 기법의 윈도우 크기와 AE 모델의 특징벡터 크기에 따른 성능분석을 실시
하였다.  

ABSTRACT

Through the smart factory construction project, sensors can be installed in manufacturing production facilities and 
various process data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Through this, research on real-time facility anomaly detection is 
being actively conducted to reduce production interruption due to facility abnormality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this paper, to detect abnormalities in production facilities, the manufacturing data was applied to deep learning models 
Autoencoder(AE), VAE(Variational Autoencoder), and AAE(Adversarial Autoencoder) to derive the results. 
Manufacturing data was used as input data through a simple moving average technique and preprocessing process, and 
performance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window size of the simple movement average technique and the 
feature vector size of the A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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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 Error)를 측정해 임계값(Threshold)을 
사용하여 이상 탐지를 수행하고 있다[3, 4].

본 논문에서는 한 제품에 대한 제조데이터를 정
상데이터로 보고 나머지 데이터는 비정상데이터로 
간주하여 이상탐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이상
탐지 알고리즘에 사용된 딥러닝모델은 Autoencoder 
(AE)[5], Variational Autoencoder (VAE)[6], 
Adversarial Autoencoder (AAE)[7]이며 정상데이터
만 학습시켜 각각 모델을 생성한 후, 테스트 데이
터를 사용해 생성한 모델의 이상 탐지 성능을 확
인하였다.

Ⅱ. 실시간 이상탐지 모델

그림 1은 실시간 설비 이상탐지에 대한 순서도
이다. 수집한 제조 데이터를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모델에 사용하기 위한 입력데이터를 생성한다. 전
처리된 제조 데이터는 실시간 이상 탐지 모델을 
이용해 재구성 오류를 측정한다. 이 때 재구성 오
류가 설정한 임계값보다 작으면 정상, 임계값보다 
크면 이상으로 판단한다.

그림 1. 실시간 이상 탐지 순서도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제조 데이터는 총 7개로 진
동, 압력, 온도, 습도, 전력, 스핀들 진동, 스핀들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A제품 및 B제품의 각 제
품 생산 소요 시간은 A제품은 평균 720초, B제품
은 평균 780초이다.

그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 탐색적 데이
터 분석을 통해 7개 중 2개의 센서 데이터(진동, 
전력)를 모델에 사용하였으며, 각 데이터의 크기는 
슬라이싱을 이용해 720초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집된 제조 데이터는 결측치 및 
불규칙적인 측정 간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단순 
이동 평균 기법(Simple Moving Average, SMA)을 
활용해 데이터 보간 및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SMA를 적용할 때 윈도우 크기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하이퍼파라미터로서 데이터를 어느 기간 동
안의 평균을 이용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윈도우 크
기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데이터의 추세가 단순해
져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의 추세가 비슷해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윈도우 크기를 너무 작게 설
정하면 같은 정상 데이터도 서로 추세가 서로 많
이 달라 모델이 데이터의 특징을 올바르게 학습하
지 못할 수도 있다. SMA 적용 후 나머지 결측치
는 평균으로 값을 채우는 선형 보간을 사용하였다.

전처리된 제조 데이터는 실시간 이상 탐지 모델
에 입력된다. 미리 학습된 모델(AE, VAE, AAE)에 
수집한 제조  데이터를 입력하면 모델은 입력된 
제조 데이터와 최대한 비슷하도록 데이터를 재구
성한다.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인코더를 통해 압축
하여 특징 데이터를 추출해 이를 디코더를 통해 
입력 데이터를 재구성하는데, 입력 데이터와 모델
의 출력 데이터의 차이인 재구성 오류
(Reconstruction Error)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한다[5]. 
재구성 오류에 대한 지표는 MSE(Mean Square 
Error)와 MAE(Mean Absolute Error) 중에서 노이즈
에 덜 민감한 MAE를 사용했다. MSE는 오차를 제
곱하기 때문에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이 제
곱으로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8]. 

전체적인 AE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VAE는 AE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평균
과 분산을 추출해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 하여 
특징 데이터를 추출해 복원하는 모델이고, AAE는 
AE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특징 데이터가 
특정 분포를 따르도록 판별자를 추가하여 적대적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모델이다[6, 7].

그림 3과 같이 학습에 사용한 딥러닝 모델은 
Convolution 1D layer와 Convolution 1D Transpose
를 사용하여 인코더 계층과 디코더 계층을 구성하
였다. 각 레이어 사이에 배치 정규화 및 ELU 
(Exponential Linear Unit)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였
다. 인코더 계층을 통해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를 
압축하면서 특징 벡터인 z를 생성하는데 z의 차원
이 너무 적으면 모델이 데이터의 특징을 올바르게 
학습하지 못하고 정상 데이터에 대해 재구성 오류

그림 2. Autoencode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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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z의 차원이 너무 크면 
이상 탐지에 불필요한 특징까지 포착하게 되면서 
이상 데이터에 대한 재구성 오류가 감소하게 된다
[9].

실시간 이상 탐지 모델을 구축한 뒤 재구성 오
류를 측정한다. 재구성 오류의 크기를 설정한 임계
값과 비교해서 입력된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인지 
이상 데이터인지 판단한다.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식(1)을 사용하였다.

    ×     (1)

임계값은 학습 데이터의 재구성 오류 분포를 확
인한 후 지정한다. 은 각각 학습 데이터의 
재구성 오류 분포 중 제3사분위, 제1사분위에 해당
하는 값이다. 이 때 가 클수록 이상 데이터를 정
상 데이터로 판단하게 되고, 작을수록 정상 데이터
를 이상 데이터로 판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의 재구성 오류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정상 데이터, 반대로 크면 이상 
데이터로 분류하였다.

Ⅲ. 성능 평가

1) 복원력 평가
모델의 복원 성능(재구성 오류)을 비교하기 위하

여 윈도우 크기를 고정한 뒤 z의 차원에 따른 AE, 
VAE, AAE의 학습이 종료될 때 재구성 오류를 측
정하여 평균을 아래 표 1에 나타내었다. 이 때 학
습 종료 시점은 학습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및 검
증 데이터로 나눈 후, 학습 중 검증 데이터의 재구
성 오류가 20회 이상 증가한 경우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VAE의 복원력이 0.049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2) 분류 성능 평가
하이퍼파라미터로는 z의 차원(z_dim)과 SMA의 

윈도우 크기가 있다. 표 2와 같이 SMA의 윈도우 
크기는 60초로 고정하고 z_dim은 2, 5, 10, 30, 50

으로 변경해가면서 각 모델의 분류성능을 측정하
였다. 또한 표 3과 같이 z_dim을 30으로 고정한 뒤 
윈도우 크기를 5초, 30초, 60초, 90초, 120초로 변
경해가면서 모델을 학습시켜 분류성능을 측정하였
다. 분류성능에 대한 측정은 F1 Score를 활용하였
다. 

표 1과 같이 복원력은 VAE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 분류 성능 측정 결과 표 2와 3과 같이 모두 
VAE의 분류 성능 평균값이 0.599 및 0.528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델의 복원력이 우
수하다고 해서 이상탐지 성능이 높은 것은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윈도우 크기를 고정시
키고 z의 차원을 다르게 설정한 경우 AE의 성능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z의 차원의 크기가 이
상 탐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과 같이 z의 차원을 고정시키고 윈도우 크
기를 다르게 설정한 경우 AAE의 분류 성능이 평
균 0.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윈도우 크기가 증

AE VAE AAE
MAE 0.13528 0.04919 0.121256

표 1. 모델별 복원력(재구성 오류) 분포 평균

z_dim AE VAE AAE
2 0.877193 0.898204 0.993289
5 0.892857 0.777202 1

10 0.635593 0.364964 0.993289
30 0.765306 0.229358 0.2
50 1 0.724638 0.753769

mean 0.83419 0.598873 0.788069
std 0.124072 0.256309 0.308592

표 2. 윈도우 크기를 60초로 고정 후 z의 차원에 

따른 분류 성능(F1 Score)

윈도우크기 AE VAE AAE
5초 0.937931 0.960526 0.986667

30초 0.897059 0.966443 0.993289
60초 0.635593 0.364964 0.993289
90초 0.371287 0.137803 0.993289

120초 0.379221 0.208644 0.986486
mean 0.644218 0.527676 0.990604
std 0.242893 0.363355 0.003289

표 3. z의 차원을 30으로 고정 후 윈도우 크기에 

따른 분류 성능(F1 Score)

그림 3. 인코더 계층(좌측), 디코더 계층(우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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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될수록 패턴의 추세가 단순해져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복원력이 증가해 이상탐지 성능이 저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E 기반 이상 탐지 방법에서 자
주 사용되는 모델인 AE, VAE, AAE를 이용해 실
시간 생산설비 이상탐지 모델을 구현하였다. 

평가 결과 적대적 학습 방법인 AAE의 분류 성
능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되었고 하이퍼파
라미터인 윈도우 크기 및 z의 차원이 분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상탐지 기법을 통해 제품 분류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정상 패턴을 한 개로 가정하여 실험
한 경우로 실제 현장에서는 복수 개의 정상 패턴
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복수 
개의 정상 패턴에서의 이상탐지를 위한 연구를 진
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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