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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벨 비디오 이상탐지를 한 
단일 클래스 학습 방법

(One-class Adversarial Learning Method for Frame-level 

Video Anomaly Detection)

김 진
†
      조 성 배

††

                                (Jin-Young Kim)        (Sung-Bae Cho)

요 약 이상탐지분야에서는 이상치의 수가 매우 어 지도학습 방법을 이용하면 데이터 불균형  새로

운 이상치 탐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지도 방식의 단일 클래스 분류기는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클래스 방법을 통해 정상데이터만의 분포를 따르는 잠재공간을 학습하여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것은 인코더, 디코더  분류기의 3가지 모듈로 이루어진다. 인코더와 디

코더는 입력데이터를 압축하여 잠재공간에 사하고 사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오토인코더 구조를 가진다. 

분류기는 사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왜곡된 정상 데이터인지 기존 정상 데이터인지 단하도록 학습된다. 인

코더는 왜곡된 정상 데이터가 사된 값도 분류기를 통해 기존으로 분류되도록 학습하며 정상 데이터에 

한 분포를 정교하게 학습한다. 우리의 모델은 이상탐지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MNIST)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 Pedestrian (Ped) 

2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각 Area Under the Curve (AUC) 0.91  0.72의 탐지 성능을 보여 다.

키워드: 오토인코더, 잠재공간, 이상 탐지, 학습, 딥러닝

Abstract In the video anomaly detection field, the number of outlier data is very small, which leads 

to problems of data imbalance and inability to detect unseen outliers. Thus, an unsupervised one-class 

classifier can be effectively used in anomaly detection. In this paper, to re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model that can detect abnormal data by learning latent space along the distribution of normal data 

through one-class adversarial learning. It comprises three modules: an encoder, a decoder, and a 

classifier. The encoder and decoder have an autoencoder structure that compresses the input data to 

be transferred to the latent space and restores them to the original. The classifier is trained to determine 

if the standard or distorted normal data are transferred by inputting the transferred data. The encoder 

learns the distribution of the normal data more precisely by training it with the classifier in adversarial 

learning so that the distorted normal data is also classified as the standard normal data by the classifier. 

Our proposed model shows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area under the ROC curve 0.91 and 0.72 using 

the MNIST and the UCSD Ped2 datasets, well-known benchmark datasets in anomaly detection.

Keywords: autoencoder, latent space, anomaly detection, adversarial learning,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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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상탐지는 이미지 시 스가 정상인지 이상치인지 

별하는 과정이다. 비정상 데이터는 정의된 정상 데이터 

범주내에 속하지 않는 모든 데이터를 칭하는 것으로 이

것을 탐지하는 것은 비디오 처리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이다. 최근 비디오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CCTV

를 이용한 자동 이상탐지 시스템을 필요로 함에 따라 

비디오 이상탐지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하지만 은 수의 비정상 비디오 데이터, 명확하지 않은 

비정상의 정의와 같은 문제로 비디오 이상탐지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비디오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에 비해 시간 정보가 

추가된 것으로 처리하기에 더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비디오 이상탐지분야에서 이러한 특징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많은 연구원들은 임 벨에서 이상

탐지를 진행하 다[3-5].

본 논문에서는 이상탐지 문제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해 비지도 학습 방식의 이상탐지 방법과 정상 데

이터만으로 end-to-end 모델을 구축하기 해 

인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그

리고 분류기로 이루어져 있다. 인코더는 데이터를 효과

으로 잠재공간에 사하여 디코더가 원본으로 잘 재

구축할 수 있도록 학습되며 동시에 왜곡된 정상 데이터

가 분류기에 의해 정상으로 분류되도록 학습된다. 분류

기는 왜곡된 정상데이터의 사된 정보가 입력되면 비

정상으로, 기존 정상데이터의 사된 정보가 입력되면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인코더와 으로 학습된다. 이

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인코더는 오토인코더의 구조

만을 통해 학습하던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보다 정확하

게 학습할 수 있게된다.

2. 련연구

비지도 방식으로 비디오 이상탐지를 한 부분의 

연구는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효율 으로 나타내어 비

정상 데이터의 경우 표 된 특징의 패턴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이상탐지를 수행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데이터

의 표 을 학습하는 표 인 방법인 분산 인코딩(sparse 

encoding)기법을 이용하여 정상 데이터의 패턴을 정의

하고 이상탐지를 진행하는 연구가 Zhao et al.에 의해 

진행되었다[6]. Chong et al.은 원본 이미지와 재구축된 

이미지 사이의 변화를 regularity score로 정의하여 비

정상 데이터를 탐지해내는 연구를 진행하 다[1].

비디오 이상탐지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동향으로는 정

상 데이터의 특징의 패턴을 학습하기 해 인 학

습 방법을 이용한다. 생성   학습망(generative

표 1 비지도 방식 이상탐지 방법 연구 요약

Table 1 Summary of the related works to detect the 

abnormal in the unsupervised way

Category Author Methodology

Feature 

Extraction-based 

Anomaly Detection

Zhao

(2011) [6]
Sparse coding

Chong

(2017) [1]

Spatiotemporal

model

Adversarial 

Learning-based 

Anomaly Detection

Schlegl

(2017) [3]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Akcay

(2018) [4]
GANomaly

Sabokrou

(2018) [5]

Adversarially

learned one-class

classifier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하여 정상 데이터의 패턴

이 장된 잠재공간을 정의하는 연구부터 재구축된 데

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분류기가 추가되어 학습하는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3,4]. Sabokrou et al.은 

잡음제거 오토인코더와 분류기의 학습을 통해 비정

상 데이터에서는 원본 이미지와 노이즈와의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가설을 이용하여 이상탐지를 수행하는 연구

를 진행하 다[5]. 표 1에서 비디오 이상탐지를 연구한 

사례를 정리하 다.

3. 방 법

3.1 비지도 학습 모델

그림 1은 제안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의 체 구조

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안하는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분류기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어진다.

그림 1 제안하는 이상탐지 모델의 아키텍쳐

Fig. 1 The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method to detect 

the ab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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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는 식 (1)에 나타나 있는 손실함수를 통해 학

습된다. 왜곡된 정상 데이터가 분류기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데이터인 것으로 분류되도록 데이터 사 능력을 

학습한다. 동시에 입력된 데이터의 정보가 손실되지 않

도록 하기 해서 사된 데이터가 디코더에 의해 입력

된 데이터 그 로 복원하도록 학습된다. 디코더는 식 (2)

를 이용하여 노이즈가 섞여서 왜곡된 데이터가 사된 

것이 입력으로 주어지더라도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로 

복원하도록 학습되어 학습에 사용된 정상 데이터의 경

우 노이즈에 상 없이 사  재구축이 잘 되도록 학

습되면서 이것은 데이터 확장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데이터를 재구축할 때 서로 향을 

주기 때문에 식 (3)을 통해 동시에 학습하는 과정도 포

함한다.

(1)

(2)

(3)

D, g, f는 각각 분류기, 인코더, 디코더이고 l (･,･)는 

입력된 두 값의 차이를 구하는 함수이며 Nσ 는 σ 를 표

편차로 가지고 평균은 0으로 가지는 정규분포이다.

분류기는 식 (4)를 통해 사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

여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는 1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는 

0으로 분류하도록 학습되어 인코더와 학습을 이룬다.

(4)

3.2 이상탐지

제안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된 분류기를 통

해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은 식 (5)와 같다. 우리는 검

증 데이터를 통해 임계값 τ 를 설정한다.

(5)

어떠한 비디오 데이터, 즉 이미지 데이터의 시 스가 

입력되면 우리는 이것을 임 벨로 처리하여 시 스 

내부에 어도 한 임이라도 이상치로 분류된다면 

입력된 비디오는 비정상으로 분류된다.

4. 실험결과

4.1 데이터셋

제안하는 비디오 이상탐지 모델을 검증하기 해 우

표 2 이상탐지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 셋

Table 2 Summary of the dataset used in the anomaly 

detection

Dataset Training Test normal Test abnormal

MNIST 6,742 1,135 8,865

UCSD Ped2 178,500 122,930 17,770

리는 MNIST 데이터로 이미지 수 에서 성능을 확인하

고 UCSD Ped2 데이터를 통해 비디오 이상탐지 성능을 

검증한다. MNIST 데이터의 경우 28×28 크기를 그 로 

사용하고 숫자 1을 정상 데이터로 여기고 그 외는 비정

상으로 여기고 실험하 다. 비디오 데이터의 경우 45×45

의 2차원 패치로 나 어 학습용 정상 데이터 178,500개, 

검증용 정상 데이터 122,930개, 검증용 비정상 데이터 

17,770개로 나 었다. 표 2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

터의 정보를 나타내었다.

4.2 탐지 성능

제안하는 이상탐지 모델을 이용하여 표 2의 데이터에 

있는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해보았다. 우리는 비지도학습

을 진행하 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닌 ROC 곡선의 넓

이인 AUC로 평가하 다. MNIST 데이터로는 그림 2(a)

와 같은 ROC 곡선이 나타났으며 0.98의 AUC, 0.08의 

equal error rate (EER)를 가졌다. 한, 그림 3(a)에서 

보이듯이 정상이라고 정의한 ‘1’을 제외하고는 제 로 

재구축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 다. 마찬가지로 그림 

3(b)에서는 정상이라고 정의한 ‘0’을 제외하고는 제 로 

재구축하지 못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UCSD Pred2 

데이터셋에서는 그림 2(b)와 같은 ROC 곡선으로 0.72

의 AUC, 0.34의 EER을 가진다. 이 데이터에서도 그림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상으로 정의된 사람에 해

서는 재구축을 하지만 비정상으로 정의된 자 거나 차

량에 해서는  재구축을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패치단 로 재구축된 이미지를 이어 붙여 

그림 5에 하나의 임에 한 재구축된 이미지를 나

타냈다. 그림 4에서 확인하 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상

으로 정의된 자 거나 차량에 하여 주변부를 포함하

여 정상 으로 재구축하지 못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이상탐지 모델을 구축할 때의 

문제 을 언 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비지도 방식의 

 학습 모델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은 간단한 MNIST 데이터뿐만 아니라 UCSD 

Ped2 데이터 셋 내에서도 비정상인 자 거에 해서는 

재구축을 하지 못해서 이상탐지에 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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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MNIST 데이터셋으로 진행한 이상탐지 결과  (b) UCSD Ped2 데이터셋으로 진행한 이상탐지 결과. 

오 지곡선은 모델을 통한 평가 결과, 록색 곡선은 EER 계산을 한 곡선, 란색 곡선은 무작 로 단

하 을 때의 결과이다.

Fig. 2 The results of detecting the abnormal with (a) MNIST dataset and (b) UCSD Ped2 dataset. The orange 

curveis the evaluation result through the model, the green curve is for EER calculation, and the blue curve 

is the resultwhen judged randomly.

그림 3 (a) ‘1’ 혹은 (b) ’0’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정상으로 정의하 을 때 정상과 비정상 이미지의 재구축 이미지

Fig. 3 The reconstructed normal and abnormal images when we define (a)the class ‘1’ (b) or the class ‘0’ as normal

그림 4 UCSD Ped2 데이터셋에서의 정상  비정상 데이터의 재구축 결과

Fig. 4 The result of reconstructing the normal and abnormal data in UCSD Ped2 dataset

향후에는 더 다양한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

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정이다. 한, MNIST 데

이터 셋에서는 기존의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하

으나 UCSD Ped2에서는 충분한 양의 실험과 비교 모

델에 한 실험도 부족하 기 때문에 최신의 이상탐지 

모델들을 구 하여 성능을 비교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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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UCSD Ped2 데이터셋에서의 임 단  비정

상 데이터의 재구축 결과

Fig. 5 The result of reconstructing the frame-level 

abnormal data in UCSD Ped2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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