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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 구성요소를 수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시설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웨어러블, 스마트 홈 등 차세대 핵심 산업의 필수 기반기술이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으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비례적 확장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장애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이다. 설비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비뿐 아니라 연결된 다른 장비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IT 시설은 상호의존성에 의해 불규칙하고 원인을 알기 어렵다.
데이터 센터 내 장애를 예측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장치들이 혼재된 상황임을 가정하지 않고 단일 서버를 단일 상태로 

보고 장애를 예측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버 내부에서 발생하는 장애(Outage A)와 서버 외부에서 발생하는 장애

(Outage B)로 데이터 센터 장애를 구분하고,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장애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서버 외부 장애

는 전력, 냉각, 사용자 실수 등인데, 이와 같은 장애는 데이터 센터 설비 구축 초기 단계에서 예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양

한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버 내 발생하는 장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워 아직까지 적절한 예방이 이뤄지

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버 장애가 단일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른 서버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서버부터 장애

의 원인이 되는 무언가를 받기도 하는 이유다. 즉, 기존 연구들은 서버들 간 영향을 주지 않는 단일 서버인 상태로 가정하

고 장애를 분석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서버들 간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장애 발생 상태를 분석했다. 
데이터 센터 내 복합 장애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내 존재하는 각 장비별로 장애가 발생한 장애 이력 데이

터를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장애는 Network Node Down, Server Down, Windows Activation Services Down, 
Database Management System Service Down으로 크게 4가지이다. 각 장비별로 발생되는 장애들을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특정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 시점으로부터 5분 내 특정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동시에 장애가 발생한 장비들에 대해서 Sequence를 구성한 후, 구성한 Sequence 내에서 

동시에 자주 발생하는 장비 5개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장비들이 동시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시각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장애 분석을 위해 수집된 서버 리소스 정보는 시계열 단위이며 흐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전 상태를 통해 다음 상태

를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사용했다. 또한 단일 서버와 달리 복합장애는 

서버별로 장애 발생에 끼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딥러닝 모델 구조를 활용했

다. 본 알고리즘은 장애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록 해당 서버에 가중치를 주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연구는 장

애유형을 정의하고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첫 번째 실험에서는 동일한 수집 데이터에 대해 단일 서버 상

태와 복합 서버 상태로 가정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서버의 임계치를 각각 최적화 하여 복합 서버 상태일 

때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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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서버와 다중 서버로 각각 가정한 첫 번째 실험에서 단일 서버로 가정한 경우 실제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서버 중 3개의 서버에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다중 서버로 가정했을때에는 5개 서버 모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했다. 실험 결과 서버 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가설이 입증된 것이다.
연구결과 단일 서버로 가정했을 때 보다 다중 서버로 가정했을 때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했다. 특히 서버별 영향이 

다를것으로 가정하고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분석 효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각 서버마다 다른 임계치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원인 규명이 어려운 장애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 예측 가능하게 함을 보였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이상 탐지, 계층적 구조, 딥 러닝, 복합 장애 예측, 어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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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데이터 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 구성요

소를 수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시설로, 빅데이

터,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웨어러블, 스마트 홈 

등 차세대 핵심 산업의 필수 기반기술이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으로 데이터 센터 인프

라의 비례적 확장은 불가피하다 (Vojislav Dukic 

et. al., 2020). Lawrence, A. (2018)에 따르면 IT, 

네트워크, 전력 시스템에서 주요 장애가 발생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개별 장애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한 상태이다. 하지만 개별적

인 장애 요인 분석으로는 장애 예측에 한계가 있

다. 데이터 센터는 다양한 전자기기와 기계시스

템이 혼재된 설비로 복합적인 장애가 발생하며, 

IT 시설의 상호의존성은 불규칙하고, 원인을 분

석하기 어려운 장애를 유발하는 이유다. 장애 예

방을 위해 시스템 모델을 가상화 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석을 위한 모델링 과정에 전자

부품 소자의 개별적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없

고, 트래픽 증감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으며, 전

력 및 냉각을 위해 설비 환경을 수학적으로 완벽

하게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

서 장애의 유형과 발생 형태를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장애 예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 문제를 실시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들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Ryu et. al., 2016; 

Moon et. al., 2015; Ko et. al., 2000). 하지만 기존 

연구는 단일 서버의 리소스 분석을 통해 장애를 

예측했다. 데이터 센터는 수십, 수백개의 서버가 

작동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IT 기기의 상호의존

성에 의해 서버 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연결된 서버 리소스를 통합 분석한 결과

와 5개의 서버를 개별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비

교함으로써 가설을 증명하고자 했다.

수집된 서버 리소스 정보는 시계열 단위이며 

흐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전 상태를 통해 다

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사용했다. 단

일 서버와 다르게 복합장애의 경우 장비별로 영

향을 끼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혼재되고,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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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측하

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들의 정보를 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델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델

링에 적합한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딥러

닝 모델 구조를 활용하였다.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딥러닝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입력 값

을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델 구조가 형

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융복합적

으로 발생되는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 센터

에서 여러 장비에 대해 융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장애예측 방법론을 제시

한다.

2. 련 연구

네트워크 서버 수준에서 머신 러닝 기술을 활

용하여 이상탐지에 적용한 관련 연구들은 다양

하게 존재한다. Kim H. K., et. al. (2016) 논문에

서는, 센서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변환을 통해 

데이터를 축소하고, SVM (Support Vector 

Machine)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마이

닝 장비의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를 구분하였다. 

Kim Y. S., et. al. (2016) 논문에서는, 컴퓨팅 서

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버들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서버들의 성능 측정치를 

예측하고, 예측된 성능 측정치를 바탕으로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를 구분하였다. Kim Y. S., et. 

al. (2015) 논문에서는, 서버들의 리소스와 에러 

메시지 개수 및 종류를 이용하여 리소스 및 에러

를 예측하는 Time Division 딥 러닝 네트워크 모

델을 제안한다. Choi. S. H., et. al. (2019) 논문에

서는, 컴퓨팅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

스템 장애를 사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스템 장

애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모

델 구조 및 방법론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데

이터 수집부터 알고리즘 최적화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장애 예측

을 가능하게 하였다. Yujun Chen, et. al. (2019) 

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정전진단에 대한 예측 문

제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내용들은 

단일 장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일 장비의 상

태를 예측하였으며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형설

비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데이터 센터 내 

구성 장비들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며, 

각 장비들의 정보를 쉽게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여러 장비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는 기존에 문서를 분류하는 방

법론 (Yang et. al., 2016) 으로 활용되었으며, 문

서 내 문장들과 문단들의 내용을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구조를 활용하여 특정 벡터로 

표현하였으며, 표현된 벡터를 활용하여 문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

일한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문단 및 문장들을 효

과적으로 반영하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물리

적으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장비들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장애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에 적용될 수 있도록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구조를 재구성하여 설계하고 

적용하였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장비들의 정보를 장비별로 반영할 수 있는 딥러

닝 모델 구조를 활용하여 장비를 표현하는 벡터 

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벡터 값을 각 시점에 맞

게 병합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한 이후, 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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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ypes of Data Center Outage

하여 미래 시점에 여러 장비들의 장애를 동시에 

예측하는 모델 구조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모델 구

조를 활용하여 복합 장애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예측하기 어려

운 복합장애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3. 데이터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G 사에서 제

공된,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OO광역시 내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 내 장비들에 

대한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성능 데이터와 장애 

이력 데이터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능 데이터는 

서버의 SWAP 사용률, File System 사용률,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정보와 수집 시간으로 구

성되며, 장애 이력 데이터는 장비의 Down 장애

와 장애 발생 시간으로 구성된다. 각 장비 별 데

이터 성능 수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상상태와 

장애상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3.1. 데이터 센터의 장애 유형

데이터 센터의 장애는 서버 내부에서 발생하

는 장애(Outage A)와 서버 외부에서 발생하는 장

애(Outage B)로 구분된다. 서버 외부 장애는 전

력, 냉각, 사용자 실수 등이다. 과거에는 전력 문

제가 이슈였으나 현재는 많이 해결됐는데, 이와 

같은 장애는 데이터 센터 설비 구축 초기 단계에

서 예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서버 내 발

생하는 장애유형은 원인 규명이 어려워 아직까

지 적절한 예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정 

서버 장애가 다른 서버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

고, 다른 서버부터 장애의 원인이 되는 무언가를 

받기도 하는 이유다. 

본 연구는 서버 내부에서 발생하는 장애

(Outage A) 유형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하고자 한다.

3.2. 복합 장애 상황 정의

데이터 센터 내 복합 장애 상황을 정의하기 위

해, 데이터 센터 내 존재하는 각 장비별로 장애

가 발생한 장애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장애는 Network Node Down, 

Server Down, Windows Activation Service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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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isualize when failures occur for each device

Database Management System Service Down으로 

크게 4가지이다. 이 4가지 장애 중 비교적 사소

한 장애라고 판단되는 VPN 장애, Kiosk 오류 장

애에 대해서는 예측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장애가 발생한 후 하루 이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

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장애로 예상

되기 때문에 예측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장비

별로 발생되는 장애들을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특정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 시점

으로부터 5분 내 특정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

였다면 이를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정의

하였다. 이렇게 동시에 장애가 발생한 장비들에 

대해서 Sequence를 구성한 후, 구성한 Sequence 

내에서 동시에 자주 발생하는 장비 5개를 선정

하였고, 선정된 장비들이 동시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시각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x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2019년 11월 25일

까지 각 장비 별 장애 발생 시간을 나타낸 것이

며, y축은 특정 장비 5개를 나타낸다. 특정 시간

대를 기준으로 시각화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장비의 장애 발생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

여 시각화한 것이기 때문에, x축의 간격이 일정

하지 않다. 5개 장비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시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점을 그려 시각화한 결

과, 각 장비 별 장애가 동시에 발생한 시점이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가 유

사하게 발생하는 장비들이라고 판단하였고 복합 

장애 상황을 구성하는 장비들로 선정하였다. 복

합 장애 상황을 구성하는 5개 장비를 각각 이용

하여 장애 발생을 예측하는 단일 장비 장애 발생 

예측 모델과, 5개 장비를 모두 이용하여 장애 발

생을 예측하는 복합 장애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

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3.3. 장애 이력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장비 별 성능 수치 데이터를 활

용하여 미래에 특정 장비의 상태가 정상 상태인

지 이상 상태인지 분류하였다. 어떠한 장애가 발

생하였는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발생 유

무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장비 별로 발

생한 장애 이력 데이터에 대하여 정상 상태를 

‘0’, 이상 상태를 ‘1’ 로 레이블을 작성하였다. 이 

때, 각 장비 별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김우주ㆍ박영찬ㆍ안상준ㆍ김민태

132

Ratio of Normal State and Abnormal State

Components Device Normal Abnormal

Device 1 0.9971 0.0029

Device 2 0.9986 0.0014

Device 3 0.999 0.001

Device 4 0.9988 0.0012

Device 5 0.999 0.001

<Table 1> The Ratio of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s for each Device.

Components   Device Kind of Device’s Performance Data

Device 1 SWAP, File System, Processor, CPU, Memory, Process

Device 2 SWAP, File System, Processor, CPU, Memory, Process

Device 3 SWAP, File System, Processor, CPU, Memory, Process

Device 4 SWAP, File System, Processor, CPU, Memory, Process

Device 5 File System, Processor, CPU, Memory, Process

<Table 2> Kind of Device’s Performance Data Associated with Outage

각 장비 별로 정상인 상태에 비해 이상인 상태

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Table 1> 에

서 확인할 수 있다.

3.4. 성능 수치 데이터

데이터 센터 내 존재하는 장비 별 데이터의 속

성값은 각 장비 별로 상이하다. 3.3 절에서 정의

된 복합 장애 상황을 구성하는 장비는 총 5개이

며, 각 장비 별 성능 수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SWAP: 컴퓨터 내 여유 메모리 사용량

FileSystem: 컴퓨터 내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

템의 사용량

Processor: 컴퓨터 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유

닛 수

CPU: 컴퓨터 내 CPU 사용량

Memory: 컴퓨터 내 메모리 사용량

Process: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이 되는 작업의 수

성능 수치 데이터가 각 장비 별로 존재하며, 

2016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수집된 데이터

를 시각화 하였고, 이를 통해 흐름을 파악하였다.

<Figure 3> 에서 빨간색 점선은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시점을 나타낸 것이며, 그 외 색상의 선

은 장비의 성능 수치 데이터를 의미한다. 시각화 

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능 수치 데이터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어느정도 주기성이 있다고 판단

되어, 시계열 데이터 구조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였다. Device 1 이외 

장비 성능 수치 데이터 역시 주기성이 있다고 판

단되었으며, 해당 자료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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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isualization of performance data for Device 1

4. 모델 설명

3.3 절에서 모델의 입력 값으로 이용되는 성능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시계열 데

이터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시계

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LSTM 

(Long Short-term Memory) 구조를 활용하였다. 

(Sepp Hochreiter et. al., 1997) LSTM 구조는 기존

의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의 단점을 

보완한 딥 러닝 모델 구조로, 시계열 구조로 구

성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

문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Felix A et. al., 

2016; Runtian Zahang et. al., 2018; Yuxiu et. al., 

2019) 이를 바탕으로, LSTM 모델 구조를 활용하

여 여러 장비들의 성능 수치 데이터를 활용한 복

합 장비 장애 발생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여러 장비들의 성능 수치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와 비교하기 위해, 각 장비 별 성능 수치 데이터

를 활용한 단일 장비 장애 발생 예측 모델을 추

가로 개발한 내용 역시 제안한다.

4.1. 단일 장비 장애 발생 측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단일 장비 장애 발생 예측 모델은 시계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LSTM 구조

를 활용하며, 각 시점 별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

는 Attention Mechanism을 적용한 Independent H

ierarchical Attention Model이다. Attention 

Mechanism을 활용하였을 때, 장비 상태를 예측

하였을 때 중요하게 작용한 입력 값을 추적할 수 

있다. Independent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Figure 4> 에 작성된 모델 구조도 내에 각 

LSTM 모델의 구조와 셀 안에서 계산되는 식은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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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ructure Diagram of Single 
Device Outage Prediction Model 

(Independent Hierarchical Attention Model)

<Figure 5> LSTM Model Structure 
Diagram

 Equation (i)에서 작성된 f, i, o, C는 각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 Cell State를 의미

하며,  각각 계산될 때 이용되는  값들은 학습되

어지는 벡터 값이다. <Figure 4>에서 작성된 딥 

러닝 모델 내 t-6 부터 t-1까지 각 시점 별로 

LSTM이 적용되며, 여기서 구성된 t는 5분 간격

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5분 간격으로 발생된 장비의 성능 수

치 데이터를 LSTM 모델을 이용하여 인코딩한 

후, 각 시점에서 계산된  값을 의미하는 Hidden 

State를 이용하여 Attention Mechanism을 적용하

였다. Attention Mechanism의 구조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igure 6> Attention Mechanism Model 
Structure

… Equation (i)
… Equa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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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tructure Diagram of Complex Device Outage Prediction Model 
(Complex Hierarchical Attention Model)

Attention Mechanism(Equation(ii))을 통해 계산

된 값을 이용하여 해당 장비가 t시점에 정상 상

태인지, 이상 상태인지 예측하였다.

4.2. 복합 장비 장애 발생 측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합 장비 장애 발생 예

측 모델은 t-6 부터 t-1까지, 여러 장비들의 성능 

수치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활용하여, t시점의 

장비들의 상태를 예측하는 Complex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이다. 단일 장비 발생 예측 모델

과 유사하게, 시계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LSTM 구조를 활용하며, Attention 

Mechanism을 각 장비 별로 적용하였고, 이를 통

해 계산된 벡터 값을 이용하여 각 시점 별 중요 

정보가 반영된 벡터 값들을 활용하여 복합 장비

들의 성능 수치 값을 표현하였다. 또한, 복합 장

비들의 성능 수치 값에 Attention Mechanism을 

적용하여 각 시점 별로 중요 정보가 반영된 벡터 

값을 다시 한번 계산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 

장비 상태를 예측한다. Attention Mechanism을 

각 장비 별 성능 수치 데이터에 활용하였을 때, 

장비 상태를 예측하였을 때 중요하게 작용한 입

력 값을 각 장비별로 추적할 수 있으며, 복합 장

비의 성능 수치 데이터에 활용하였을 때, 어느 

시점이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 Complex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의 구

조는 다음과 같다. 

Complex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에서 활

용된 Attention Mechanism 은 각 장비 별로 적용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계산된 Attention Weight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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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 Device Device 1 Device 2 Device 3 Device 4 Device 5

Normal Failure Normal Failure Normal Failure Normal Failure Normal Failure

Train Dataset 0.9971 0.0029 0.9985 0.0015 0.9989 0.0011 0.9987 0.0013 0.9989 0.0011

Validation Dataset 0.9971 0.0029 0.9985 0.0015 0.9989 0.0011 0.9991 0.0009 0.9992 0.0008

Test Dataset 0.9971 0.0029 0.9988 0.0012 0.9991 0.0009 0.9987 0.0013 0.9989 0.0011

<Table 3> Dataset Description Table for Learning, Verification, and Evaluation

을 각 장비에 대해 시점 별로 통합하였으며, 통합

된 벡터 값이 인코딩이 된 복합 장비 성능 데이터

를 의미한다. 이 인코딩이 된 복합 장비 성능 데

이터를 활용하여 t-6 시점부터 t-1시점까지 입력 

값으로 형성하였고, 이를 LSTM 모델 구조와 

Attention Mechanism을 활용하여 t시점의 장비 상

태를 예측하였다. 두 번째로 적용된 Attention 

Mechanism에서는 Attention Weight를 통해 계산

된 결과값을 활용하여 Representation Vector를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 출력 값을 계산하게 

된다.

5. 실험  해석

5.1. 실험 세부 내용

본 논문에서는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과,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 2가지를 활용하여 t-6 

시점부터 t-1시점까지 장비 별 성능 수치 데이터

를 활용하여 t시점의 장비 상태를 예측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분 간격으로 기록된 장

비 성능 데이터와 장비 상태이며, 학습용, 검증

용, 평가용 데이터로 8:1:1 비율로 무작위로 섞어

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전체 

데이터는 376,991개이며, 학습용, 검증용, 평가용 

데이터로 각각 263,889, 56,548, 56,548개로 구분

되었다. 이 때, 정상 상태와 장애 상태의 비율을 

보존하면서 학습용, 검증용, 평가용 데이터셋으

로 나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3>에 정

리하였다. 

또한, Attention Mechanism에서 이용되는 각 

Weight, Bias 값들은 정규 분포 (Equation(iii))에서 

추출한 난수 값을 초기값으로 설정하였고,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과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

의 Weight, Bias 값들을 모두 Xavier Initializer 

(Equation(iv))를 통해 초기값을 설정하였다. (Y. 

Bengio et. al., 2010) 학습에 활용되는 최적화 알고

리즘은 Adam을 이용하였으며 (Diederik Kingma 

et. al., 2014), 각 모델의 출력 값과 장비 상태를 

표현하는 데이터 간 계산되는 손실 함수는 Binary 

Cross-entropy (Equation(v)) 값으로 설정하였다. 

   

       

… Equation (iii)

… Equation (iv)

… Equatio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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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 Components Device 1 Device 2 Device 3 Device 4 Device 5

Accuracy 0.9977 0.9988 0.9991 0.9987 0.999

Recall 0.2866 0 0.3519 0 0

Precision 0.8103 0 0.5588 0 0

F1-Score 0.4234 0 0.4318 0 0

<Table 5> Model Performance Metrics Using Evaluation Data (Single Device Outage Model)

Performance \ Components Device 1 Device 2 Device 3 Device 4 Device 5

Accuracy 0.9984 0.9992 0.9994 0.9991 0.9993

Recall 0.6037 0.403 0.5185 0.3611 0.7586

Precision 0.8115 0.7941 0.8 0.8125 0.6197

F1-Score 0.6923 0.5347 0.6292 0.5 0.6822

<Table 6> Model Performance Metrics Using Evaluation Data (Complex Device Outage Model)

5.2. 실험 결과 (1) – Classification Report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과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 모두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평가 데

이터셋으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모델의 

최종 출력 값이 0.5보다 작으면 정상 상태, 0.5보

다 크면 이상 상태로 예측하였다고 판단하였으

며, 이를 통한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Confusion Matrix Configuration Content

Actual Class

True False

Predicted 
Class

True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Equation (vi)은 Accuracy(정확도), Recall(재현

률), Precision(정밀도), F1 Score의 계산식이다.

<Table 4>와 Equation (vi)을 통해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1번을 

제외한 2번, 4번, 5번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 상태

를 전부 정상이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에 <Table 

5>에서는 Recall (재현률), Precision (정밀도) 값

이 0으로 계산되었다. 즉 단일 장비 정보만을 이

용하여 장애를 예측하지 못하고, 전부 정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정상 상태 비율이 이상 상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장애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Table 6> 를 통해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 

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장애를 예측하기 어려웠

던 2번, 4번, 5번 장비에 대해서는 단일 장비 장

애 예측 모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의 Recall 

(재현률), Precision (정밀도) 값이 계산되었다. 이

는 복합 장애를 구성하는 장비 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일 장비의 성능 수치 데이터

를 이용하여 미래 시점의 장비 상태를 예측할 때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또한, 기존에 장애 발생을 어느정도 예측

… Equation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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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 Components Device 1 Device 2 Device 3 Device 4 Device 5

AUC (Independent Model) 0.7651 0.5 0.8097 0.6152 0.9667

AUC (Complex Model) 0.9644 0.9778 0.9877 0.9698 0.9921

<Table 7> AUC value for Single Device Outage Prediction Model and Complex Device Outage Prediction Model

<Figure 8> ROC Curve for Single Device Outage Prediction Model (Orange) and Complex 
Equipment Failure Prediction Model (Red)

한 1번, 3번 장비에 대해서도 여러 장비들의 성

능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예측 결과값이 

F1-Score 기준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 실험 결과 (2) – ROC Curve

5.2 절에서 분류 모델 성능 평가 지표를 통해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과 복합 장비 장애예측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는 모델의 출력 값

이 임계치 미만일 때 정상 상태, 임계치 이상일 

때 이상 상태로 판단하여 측정한 결과이므로 모

델 성능의 부분적 평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분

류 모델의 성능 측정을 임계치 별로 판단하여 종

합적인 성능 평가 기준인 ROC Curve를 통하여 

두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Figure 8>, <Table 7> 과 같이 ROC Curve 및 

AUC를 계산한 결과,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

이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의 경우는 2번 장비에 대해서는 

모델의 예측이 타당하지 않게 판단되며 AUC값

이 0.5이므로 Random Guessing 한다고 판단되지

만, 그에 비해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의 경우

AUC값이 0.9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 값으

로 모델 성능이 계산되었다. 5번 장비는 단일 장

비 장애 예측 모델도 AUC값이 0.9667 이므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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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1 Accuracy Recall Precision F1-Score

Threshold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0.1 0.9962 0.9961 0.4878 0.8354 0.3756 0.4152 0.4244 0.5547

0.2 0.9972 0.9973 0.4573 0.8171 0.5137 0.5174 0.4839 0.6336

0.3 0.9978 0.9981 0.4573 0.6951 0.6637 0.6667 0.5415 0.6806

0.4 0.9979 0.9983 0.4512 0.6646 0.7048 0.7365 0.5502 0.6987

0.5 0.9977 0.9984 0.2856 0.6037 0.8103 0.8115 0.4234 0.6923

0.6 0.9978 0.9985 0.2561 0.5610 0.9333 0.8846 0.4019 0.6866

0.7 0.9977 0.9984 0.2195 0.4878 0.9474 0.9412 0.3564 0.6426

0.8 0.9976 0.9981 0.1707 0.3598 0.9333 0.9672 0.2887 0.5244

0.9 0.9971 0.9980 0 0.3293 0 0.9643 0 0.4909

<Table 8> Model Performance Metrics by Threshold Value (Device 1)

Device 2 Accuracy Recall Precision F1-Score

Threshold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0.1 0.9988 0.9979 0 0.6418 0 0.3139 0 0.4216

0.2 0.9988 0.9983 0 0.5821 0 0.3714 0 0.4535

0.3 0.9988 0.9989 0 0.5672 0 0.5278 0 0.5468

0.4 0.9988 0.9992 0 0.5224 0 0.7292 0 0.6087

0.5 0.9988 0.9992 0 0.403 0 0.7941 0 0.5347

0.6 0.9988 0.9991 0 0.2836 0 0.95 0 0.43

0.7 0.9988 0.9991 0 0.2388 0 1 0 0.3855

0.8 0.9988 0.9990 0 0.1194 0 1 0 0.2133

0.9 0.9988 0.9988 0 0 0 0 0 0

<Table 9> Model Performance Metrics by Threshold Value (Device 2)

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복합 장비 장애 예

측 모델이 0.9921으로 더 높은 성능의 모델이라

고 판단된다.

5.4. 실험 결과 (3) – Threshold 별 

Classification Report

5.2절에서 임계치 값을 0.5로 고정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지만, 적정 수준의 임계치 값에 대해서 

모델 성능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계치 값을 조정하여 모델 성능을 측정하였다.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이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학습할 때, Binary Cross-entropy 값에 따라 오

차 값을 계산하며 가중치 값들이 업데이트가 되

기 때문에, 0과 1사이의 중간 값인 0.5를 기준으

로 0.5보다 높은 출력 값이 계산되면 장애 발생, 

0.5보단 낮은 출력 값이 계산되면 정상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

되는 장애는 Network Node Down, Server Down, 

Windows Activation Services Down, Database 

Management System Service Down 4가지 종류로 

굉장히 희소하게 발생되는 장애이기 때문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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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3 Accuracy Recall Precision F1-Score

Threshold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0.1 0.9987 0.999 0.6852 0.9444 0.3936 0.4766 0.5 0.6335

0.2 0.9987 0.9992 0.6852 0.9444 0.4022 0.5426 0.5068 0.6892

0.3 0.9991 0.9992 0.3519 0.9259 0.5429 0.5435 0.427 0.6849

0.4 0.9991 0.9994 0.3519 0.5741 0.5429 0.775 0.427 0.6596

0.5 0.9991 0.9994 0.3519 0.5185 0.5588 0.8 0.4318 0.6292

0.6 0.999 0.9994 0 0.444 0 0.8276 0 0.5783

0.7 0.999 0.9993 0 0.3148 0 0.8947 0 0.4658

0.8 0.999 0.9993 0 0.2778 0 0.8824 0 0.4225

0.9 0.999 0.9991 0 0.0741 0 1 0 0.1379

<Table 10> Model Performance Metrics by Threshold Value (Device 3)

Device 4 Accuracy Recall Precision F1-Score

Threshold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0.1 0.9987 0.9987 0 0.6944 0 0.4854 0 0.5714

0.2 0.9987 0.9988 0 0.6944 0 0.5208 0 0.5952

0.3 0.9987 0.9989 0 0.6944 0 0.5556 0 0.6173

0.4 0.9987 0.9991 0 0.4167 0 0.7692 0 0.5405

0.5 0.9987 0.999 0 0.3611 0 0.8125 0 0.5

0.6 0.9987 0.9989 0 0.2778 0 0.8696 0 0.4211

0.7 0.9987 0.9988 0 0.1806 0 0.8667 0 0.2989

0.8 0.9987 0.9988 0 0.0556 0 1 0 0.1053

0.9 0.9987 0.9988 0 0.0278 0 1 0 0.0541

<Table 11> Model Performance Metrics by Threshold Value (Device 4)

애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의 출력 값에 대한 해석을 융통성 있게 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이 장비별로 장애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에, Hierarchical Attention Model

의 출력 값을 각 장비 별로 다르게 해석할 필요

성이 존재한다.

 Device 1의 경우, 모든 임계치 값에 대해서 단

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보다 복합 장비 장애 예

측 모델의 F1-Score 값이 높았으며, 임계치 값이 

0.4일 때, 가장 높게 성능이 측정되었다.

Device 2의 경우,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은 

모두 정상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Recall과 

Precision 값이 0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비해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은 정상과 이상을 적절

하게 예측하였다. 모든 임계치 값에 대해서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보다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의 F1-Score 값이 높았으며, 임계치 값이 0.4

일 때, 가장 높게 성능이 측정되었다.

Device 3의 경우, 0.6 이상의 임계치에 대해서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은 모두 정상으로 예측

하였기 때문에 Recall과 Precision 값이 0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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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5 Accuracy Recall Precision F1-Score

Threshold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Independent   

Model

Complex

Model

0.1 0.999 0.9986 0 0.931 0 0.4186 0 0.5775

0.2 0.999 0.9992 0 0.8621 0 0.5556 0 0.6757

0.3 0.999 0.9992 0 0.7759 0 0.5769 0 0.6618

0.4 0.999 0.9993 0 0.7759 0 0.6164 0 0.687

0.5 0.999 0.9993 0 0.7586 0 0.6197 0 0.6822

0.6 0.999 0.999 0 0 0 0 0 0

0.7 0.999 0.999 0 0 0 0 0 0

0.8 0.999 0.999 0 0 0 0 0 0

0.9 0.999 0.999 0 0 0 0 0 0

<Table 12> Model Performance Metrics by Threshold Value (Device 5)

정되었으며, 이에 비해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

델은 모든 임계치에 대해서도 정상과 이상을 적

절하게 예측하였다. 모든 임계치 값에 대해서 단

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보다 복합 장비 장애 예

측 모델의 F1-Score 값이 높았으며, 임계치 값이 

0.2일 때, 가장 높게 성능이 측정되었다.

Device 4의 경우, Device 2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은 모두 정상으로 예측

하였기 때문에 Recall과 Precision 값이 0으로 측

정되었으며, 이에 비해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

델은 정상과 이상을 적절하게 예측하였다. 모든 

임계치 값에 대해서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보

다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의 F1-Score 값이 높

았으며, 임계치 값이 0.3일 때, 가장 높게 성능이 

측정되었다.

Device 5의 경우, Device 2, 4의 경우와 동일하

게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은 모두 정상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Recall과 Precision 값이 0으

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비해 복합 장비 장애 예

측 모델은 정상과 이상을 적절하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0.6 이상의 임계치에 대해서는 복합 장

비 장애 예측 모델도 모두 정상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Recall과 Precision값이 0으로 계산되었다. 

모든 임계치에 대해서 단일 장비 장애 예측 모델

보다 복합 장비 장애 예측 모델의 F1-Score 값이 

높았으며, 임계치 값이 0.4일 때 가장 높게 성능

이 측정되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 서버가 아닌 데이터 센터

의 다중 서버 상태를 가정하고 장애를 분석했다. 

장애 분석을 위해 데이터 센터 내 장애 유형을 

구분했고, 복합 장애를 정의함으로써 분석에 필

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애 상태의 유무를 판

별할 수 있었다. 다만 서버가 복합 상태일 때 예

측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

이 주요 연구내용인 만큼 장애 유형과 복합 장애

의 정의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한 연구가 추가적

으로 필요하다.

장애 발생을 다중 서버상태로 가정한 부분에

서는, 단일 서버로 가정했을 때 보다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임으로써 가설을 입증했다. 특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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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의 성능 데이터 중 가중치가 높은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분석 효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각 서버마다 다른 

임계치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에 일괄적으로 임계치 값

을 0.5로 설정하여 실험하였고 장비별로 최적의 

임계치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0.1 단위로 증가하

면서 F1-Score가 가장 높은 값인 경우의 임계치 

값을 장비별로 설정하여 더 우수한 예측 결과를 

입증하였다. F1-Score 값을 사용한 이유는 

Recall(재현률)과 Precision(정밀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장애 데이

터 분석을 통하여 Recall(재현률) 또는 Precision(정

밀도)를 사용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임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실험계획

법과 같은 해석기법을 통한 최적화 방법이 추가

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장애 분석에 필요한 리

소스와 분석 과정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함으로

써 범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장애로 인한 데이터 센터 가동 정지는 엄청난 

피해액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기존 데이터 센터

의 주요 장애 이슈였던 전력, 냉각, 사용자 실수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원인 규명이 쉽고, 현재

는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

지만 서버 내 발생하는 장애는 원인 규명이 어렵

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본 연구는 원인 규명

이 어려운 장애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 예측 가능

하게 함을 보였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

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실험계획법과 같은 해석기법을 

통한 최적화 방법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하

며, 장애 분석에 필요한 리소스와 분석 과정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범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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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Device 3 장비의 성능 수치 데이터 시각화

8. 부록

<Appendix 1> Device 2 장비의 성능 수치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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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Device 4 장비의 성능 수치 데이터 시각화

<Appendix 4> Device 5 장비의 성능 수치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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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complex failure prediction 

system using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1)

Youngchan Park*ㆍSangjun An*ㆍMintae Kim*ㆍWooju Kim**

The data center is a physical environment facility for accommodating computer systems and related 

components, and is an essential foundation technology for next-generation core industries such as big data,  

smart factories, wearables, and smart homes. In particular, with the growth of cloud computing, the 

proportional expansion of the data center infrastructure is inevitable. Monitoring the health of these data 

center facilities is a way to maintain and manage the system and prevent failure. If a failure occurs in 

some elements of the facility, it may affect not only the relevant equipment but also other connected 

equipment, and may cause enormous damage. In particular, IT facilities are irregular due to interdependence 

and it is difficult to know the cause.

In the previous study predicting failure in data center, failure was predicted by looking at a single 

server as a single state without assuming that the devices were mixed. Therefore, in this study, data center 

failures were classified into failures occurring inside the server (Outage A) and failures occurring outside 

the server (Outage B), and focused on analyzing complex failures occurring within the server. Server 

external failures include power, cooling, user errors, etc. Since such failures can be prevented in the early 

stages of data center facility construction, various solutions are being developed. On the other hand, the 

cause of the failure occurring in the server is difficult to determine, and adequate prevention has not yet 

been achieved. In particular, this is the reason why server failures do not occur singularly, cause other 

server failures, or receive something that causes failures from other servers. In other words, while the 

existing studies assumed that it was a single server that did not affect the servers and analyzed the failure, 

in this study, the failure occurred on the assumption that it had an effect between servers.

In order to define the complex failure situation in the data center, failure history data for each 

equipment existing in the data center was used. There are four major failures consider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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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Node Down, Server Down, Windows Activation Services Down, and Database Management 

System Service Down. The failures that occur for each device are sorted in chronological order, and when 

a failure occurs in a specific equipment, if a failure occurs in a specific equipment within 5 minutes from 

the time of occurrence, it is defined that the failure occurs simultaneously. After configuring the sequence 

for the devices that have failed at the same time, 5 devices that frequently occur simultaneously within 

the configured sequence were selected, and the case where the selected devices failed at the same time 

was confirmed through visualization.

Since the server resource information collected for failure analysis is in units of time series and has 

flow, we used Long Short-term Memory (LSTM), a deep learning algorithm that can predict the next state 

through the previous state. In addition, unlike a single server, the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deep 

learning model structure was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level of multiple failures for each 

server is different. This algorithm is a method of increasing the prediction accuracy by giving weight to 

the server as the impact on the failure increases. The study began with defining the type of failure and 

selecting the analysis target. In the first experiment, the same collected data was assumed as a single server 

state and a multiple server state,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second experiment improved the 

prediction accuracy in the case of a complex server by optimizing each server threshold.

In the first experiment, which assumed each of a single server and multiple servers, in the case of 

a single server, it was predicted that three of the five servers did not have a failure even though the actual 

failure occurred. However, assuming multiple servers, all five servers were predicted to have fail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n effect between servers is prove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diction performance was superior when the 

multiple servers were assumed than when the single server was assumed. In particular, applying the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 algorithm, assuming that the effects of each server will be different, played 

a role in improving the analysis effect. In addition, by applying a different threshold for each server, the 

prediction accuracy could be improved. This study showed that failures that are difficult to determine the 

cause can be predicted through historical data, and a model that can predict failures occurring in servers 

in data centers is presented. It is expected that the occurrence of disability can be prevented in advance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Anomaly Detection, Hierarchical Structure, Deep Learning, Complex Failure Prediction,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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