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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의 이상탐지 분야는 비정상 데이터의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지도학습 방식의 모델링이 부적절하다

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영상 이상탐지 모형은 주로 정상 이미지 시퀀스를 학습하고 입력된 이미지 시퀀

스가 가지는 차이를 비정상 수치로 정의하는 비지도 방식의 모델링이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비정상 데

이터의 희소성과 불연속성에 의한 문제와 이상탐지 모형의 파라미터와 입력공간의 확률분포 간의 의존성

에 의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이상탐지 시스템의 어려움을 이미지 시퀀스 외부와 내부 변산

으로 구별하고 각 변산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적절한 분류기에 인가하는 진화연산 기반 알고

리즘과, 확률분포 모델링용 Deep Boltzmann Machine (DBM) 기반의 Long-term Recurrent Convolutional 

Network (LRCN) 딥러닝모형의 선수학습 알고리즘을 융합한 이상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카메라 앵글이 

다른 두가지 데이터셋을 섞어 10겹 교차검증하였고 기존 알고리즘 대비 최고 성능을 기록하였다. 

1. 서 론 

영상 데이터 볼륨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영상 내 

물체나 사람의 인식기술 뿐만 아니라 이상상황을 탐지하는 

기술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 영상의 

이상탐지 시스템은 이상상황 데이터의 희소성과 불연속성에 

의한 학습데이터의 제약을 내포한다 [2]. 동시에 영상을 

기록한 매체의 해상도나 탐지하고자 하는 화면 자체가 

전환되는 경우 새로운 모형을 구축이 필요한 점에서 최근 

컴퓨터 비전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딥러닝 모형을 포함한 

지도학습 기반의 기계학습 모형을 도입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시퀀스 내부의 변산을 확률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딥러닝 모형의 비지도기반 선수 학습과, 

이미지 시퀀스 외부의 변산을 고려하기 위해 입력공간을 

분할하는 진화연산 알고리즘을 융합한 이상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기계학습 알고리즘 대비 10% 

이상의 분류정확도 향상이 있음을 교차검증하였고, 모형 

내부의 파라미터를 시각화하여 오분류 케이스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2. 관련 연구 

영상 이상탐지 분야의 정상 이미지 시퀀스 모델링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첫번째는 정상 이미지 

시퀀스 모델링에 보다 유효한 특징을 추출하려는 시도이다. 

대표적으로 이상상황의 특징을 Mixture of Dynamic Texture 

(MDT)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정의하거나 [2],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HOG) 또는 Histogram of Optical Flow 

(HOF) 특징을 모델링하는 딥러닝 모형이 시도되었다 [3], [4]. 

두번째는 정상 상황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한 모델 

개선의 시도이다. 모든 비정상상황을 모델링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착안된 비지도학습 기반 딥러닝 모형에 컨볼루션 

연산과 게이트연산의 추가가 시도되었고 [1], 진화연산에 

기반하여 특징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의 딥러닝 모델 개선이 

시도되었다 [5]. 표 1에서 2010년 이후의 특징추출방법, 

모델링방법 개선 측면에서의 시도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표 1 영상 이상탐지를 위한 탐지, 특징추출 방법 

Author Detection Feature extraction 

Li [2] Anomaly map Set of MDT 

Xu [3] DAE, SVM HOF 

Hasan [4] DAE HOG, HOF 

Chong [1] CNN-LSTM-AE Raw image sequence 

Bu [5] CNN, EC Feature space partitioning 

 

그림 1 제안하는 이상탐지 시스템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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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 법 

3.1. 영상 이상탐지 시스템 아키텍쳐 및 영상 전처리 

제안하는 영상 이상탐지 시스템은 입력공간을 자동으로 

분할하여 입력데이터를 적절한 분류기에 인가하는 진화연산 

기반 알고리즘, 이미지 시퀀스 모델링목적 LRCN 딥러닝 모형, 

확률 모델링용 DBM 기반의 선수학습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에서 시스템을 도식화하였다. 

이미지 시퀀스 데이터셋 F 는 각 이미지 f  별로 존재하는 

이상여부 l  에 대해 F = {(f1, l1), … , (fn, ln)} 으로 정의한다. 각 

이미지는 (120 × 180 × 1)  크기로 정형화하고, 윈도우크기 w 

에 대해 윈도잉처리하여 nw = 𝑛 − 𝑤 + 1 개의 윈도우를 

출력한다. 윈도우집합 X = {x1 , … , x𝑛𝑤
}  과 윈도우별 이상 

여부집합 Y = {y1, … , ynw
}의 각 원소는 수식 (1)으로  정의한다. 

 

𝑥𝑖 = {𝑓𝑖 , … , 𝑓𝑖+𝑤−1}, 

𝑦𝑖 = {
1  𝑖𝑓 𝑛(𝑙 = 1) ≥

𝑤

2
0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1) 

3.2. 진화연산 기반 입력공간 분할 알고리즘 

기존 영상 이상탐지를 위한 기계학습 기반 모형은 모형의 

파라미터가 입력공간의 확률분포에 의존적인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변산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입력공간을 

분할하는 진화연산 기반의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수식 (2)에서 입력공간 분할 규칙을 인코딩하고 입력 

데이터에 대해 필터 연산 ∘ 을 수행하는 j번째 세대의 유전자 

ωj를 정의한다. 

 𝜔𝑗 = [𝑎1, 𝑎2, … , 𝑎120×180], 𝑎 = {0, 1, #} (2) 

각 세대의 유전자는 아다마르 곱에 기반한 필터연산 ∘ 를 

수행하여 이상여부 분류에 유의미한 영역을 필터링하고 세대 

j의 Match set에 추가한다. 수식 (3)에서 필터연산과 출력된 

윈도우 집합 �̅� 를 정의한다. 

 �̅� = {�̅�1, … , �̅�𝑛𝑤
} = {(𝑥1 ∘ 𝜔𝑗), … , (𝑥𝑛𝑤

∘ 𝑤𝑗)} (3) 

입력공간 분할 알고리즘의 목적은 입력 �̅�와 j 번째 세대의 

이상여부 분류정확도 M(𝑋�̅�)  를 최대화하는 유전자 ωj 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서 개선하는 것으로, 수식 (4)에서 각 

세대별 목적함수 J를 정의한다. 

 argmax𝑗∈𝐺𝐽{Mj(�̅�)} (4) 

목적함수 J(⋅)는 유전자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해당 세대 유전자들의 분류정확도의 평균의 항등함수이다. 

제안하는 입력공간 분할 알고리즘은 각 분할을 담당하는 

다수의 분류기를 앙상블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3.3. 딥러닝기반 영상 모델링과 비지도 선수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유효한 필터를 학습함으로써 공간적인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도록 고안된 컨볼루션 연산 ϕc과, 입력의 

대표값을 추출하는 풀링 연산 ϕp는 l번째 층의 i행 j열 노드 

출력 xij
𝑙 에 대해 수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m ×

m)크기의 컨볼루션 필터 wf와 (k × k)크기의 풀링영역에 대한 

풀링거리 τ를 사용한다. 

 
𝜙𝑐

𝑙(�̅�) = ∑ ∑ 𝑤𝑎𝑏𝑥(𝑖+𝑎)(𝑗+𝑏)
𝑙−1

𝑚−1

𝑏=0

𝑚−1

𝑎=0
 

ϕp
𝑙 (�̅�) = max 𝑥𝑖𝑗×𝜏

𝑙−1  

(5) 

한편 영상의 내부 변산은 영상 이상탐지 도메인 뿐만 

아니라 시퀀스의 모델링시에 인식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DBM기반의 CNN 선수학습은 

출력으로부터 확률적으로 입력을 추정하는 비지도 학습과정을 

포함한다. 입출력 데이터의 확률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 수식 

(6)에서 은닉층 벡터 h 와 분할 상수 z  를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에 대한 CNN신경망의 에너지 E와 입력확률분포 p(�̅�i) 

를 정의한다. 

 

𝐸(�̅�𝑖 , ℎ) = −𝜙𝑝(𝜙𝑐(�̅�𝑖)), 𝑧 = ∑ 𝑒−𝐸(�̅�𝑖,ℎ𝑗)

𝑖,𝑗
 

p(�̅�𝑖) = ∑ 𝑝(𝑥𝑖 , ℎ)
𝑖

= ∑
𝑒−𝐸(�̅�𝑖,ℎ)

𝑧𝑖
 

(6) 

입출력을 확률분포에 기반하여 모델링하기 때문에 두 

확률분포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쿨백-라이블러 발산을 

사용하여 수식 (7) 과 같이 손실함수 L𝜙 를 정의하고, CD-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갱신한다. 

 

𝐿𝜙 = ∑ 𝐿(𝜃|�̅�𝑖)

𝑛𝑤

𝑖=1

= ∑ Δ𝐾𝐿(�̅�𝑖 , 𝑝(�̅�𝑖|𝜃))

𝑛𝑤

𝑖=1

 

= (− ∑ �̅�𝑖 ln 𝑝(�̅�𝑖|𝜃)

𝑛𝑤

𝑖=1

) − (− ∑ �̅�𝑖 ln �̅�𝑖

𝑛𝑤

𝑖=1

) 

(7) 

 

4. 실험 및 결론 

4.1. 확장성을 위한 영상 변산 강건성 검증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도보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로부터 

수집된 UCSD Pedestrian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앞뒤로 걷는 

행인을 촬영한 비디오 집합과 좌우로 걷는 행인을 촬영한 

비디오 집합 두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었고 검증은 두가지 

버전을 섞어 수행하였다. 총 98개의 각 비디오는 약 200 개 

이미지 시퀀스이며 이상이 발생한 프레임이 표기되어 있다. 

그림 2 에서 분류정확도를 기존 지도학습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10-겹 교차검증한다. 

LRCN 신경망이 0.6730의 분류정확도를 기록한 것에 비해 

비지도방식의 선수학습을 도입하는 경우 0.7338, 입력공간을 

분할하는 경우에 0.8499로 분류정확도가 크게 상승한다.  

그림 3에서 비지도학습기반 CNN 선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선수학습을 적용한 레이어 개수 별 성능을 

비교한다. 5개의 컨볼루션-풀링모듈을 모두 선수학습 한 

경우에 최고성능을 보이며, 손실함수가 수렴하는데 걸리는 

반복회수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그림 4에서 입력공간 

분할 알고리즘의 파라미터인 유전자를 시각화한다. 도보의 

형태를 반영한 필터가 형성되었고 필터링 대상인 수풀의 

영역은 1,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영역은 #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입력공간이 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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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테스트데이터에 대한 혼동행렬 

 Predicted 

Actual 

 Normal Abnormal 

Normal 916 1 

Abnormal 199 214 

 

그림 2 기존 기계학습방법과의 10겹 교차검증 비교분석 

 

그림 3 선수학습 적용 레이어 수 별 성능 비교 

 
그림 4 입력공간 분할 알고리즘 내부 유전자 시각화 

 

그림 5 t-SNE기반 딥러닝 모형 내부 활성화함수값 시각화 

 

표 2의 혼동행렬상 비정상상황을 오분류한 경우가 많은 

점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5에서 LRCN 출력 직전층의 활성화 

함수값을 t-SNE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하고 오분류 데이터를 

추적한다. 수풀이나 행인에 자전거나 스케이트 보드가 가리는 

경우가 주로 오분류되었다. 

4.2.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이상탐지 시스템의 확장성을 위해 진화연산 

기반의 입력공간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비지도방식 

선수학습을 적용한 딥러닝 모형과 융합하였다. 입력공간의 

분할을 위한 진화 알고리즘 내부의 각 유전자는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분류기를 앙상블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제안하는 진화적 

딥러닝 방식의 이상탐지 모형은 기존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 

대비 최고 성능을 기록하였다. 

향후 연구로 시스템의 실용성을 위해 완전한 비지도 방식의 

이상탐지 모형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제안하는 

진화적 딥러닝 알고리즘은 매우 높은 계산복잡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산업이나 보안 등에서 이미지 시퀀스 이상탐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경량화하는 연구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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