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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이상탐지분야에서는 이상치 데이터의 수가 매우 적어 지도학습 방법을 이용하면 데이터 불균형 

및 새로운 이상치 탐지 불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지도 방식의 단일 클래스 분류기는 이상탐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지도 방식으로는 이상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에 end-to-end 구조의 신경망을 모델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지도 적대학습을 통해 

정상데이터만의 잠재공간을 학습하여 비정상데이터를 탐지하는 end-to-end 구조의 모델을 제안한다. 본 모

델은 인코더, 디코더 및 분류기로 3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입력데이터를 압축하

여 잠재공간에 전사하도록 하고 디코더는 전사된 데이터를 원본으로 복원하는 오토인코더 구조를 가진

다. 분류기는 전사된 데이터를 입력으로하여 왜곡된 정상 데이터가 전사된 것인지 기존 정상 데이터가 

전사된 것인지 판단하도록 학습된다. 우리의 모델은 이상탐지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MNIST와 UCSD 

Ped2 dataset을 사용하여 각각 AUC 0.91 및 0.72의 탐지 성능을 보여준다. 

 

1. 서 론 

비디오 이상탐지는 이미지 시퀀스가 정상인지 

이상치인지 판별하는 과정이다. 비정상 데이터는 정의된 

정상 데이터 범주내에 속하지 않는 모든 데이터를 

칭하는 것으로 이 것을 탐지하는 것은 비디오 처리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비디오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CCTV를 이용한 자동 이상탐지 

시스템을 필요로 함에 따라 비디오 이상탐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2]. 하지만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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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비디오 이상탐지분야에서 이러한 특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연구원들은 프레임 

레벨에서 이상탐지를 진행하였다 [3-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지도 학습 방식의 이상탐지 방법과 정상 

데이터만으로 end-to-end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적대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이 것은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분류기로 이루어져 있다. 인코더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잠재공간에 전사하여 디코더가 원본으로 잘 재구축할 

수 있도록 학습되며 동시에 왜곡된 정상 데이터가 

분류기에 의해 정상으로 분류되도록 학습된다. 분류기는 

왜곡된 정상데이터의 전사된 정보가 입력되면 

비정상으로, 기존 정상데이터의 전사된 정보가 입력되면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인코더와 적대적으로 학습된다. 

 

2. 관련연구 

비지도 방식으로 비디오 이상탐지를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나타내어 

비정상 데이터의 경우 표현된 특징의 패턴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이상탐지를 수행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데이터의 표현을 학습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분산 

인코딩(sparse encoding)기법을 이용하여 정상 데이터의 

패턴을 정의하고 이상탐지를 진행하는 연구가 Zhao et 

al.에 의해 진행되었다 [6]. Chong et al.은 원본 이미지와 

재구축된 이미지 사이의 변화를 regularity score로 

정의하여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해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비디오 이상탐지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동향으로는 

정상 데이터의 특징의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 적대적인 

학습 방법을 이용한다. 생성적 적대 학습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하여 정상 데이터의 패턴이 

저장된 잠재공간을 정의하는 연구부터 재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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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분류기가 추가되어 

적대학습하는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3][4]. 

Sabokrou et al.은 잡음제거 오토인코더와 분류기의 

적대학습을 통해 비정상 데이터에서는 원본 이미지와 

노이즈와의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가설을 이용하여 

이상탐지를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5]. 표 1에서 

비디오 이상탐지를 연구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표 1. 비지도 방식 비디오 이상탐지 방법 

범주 저자 비디오 이상탐지 모델 

특징 추출 및 

이상탐지 

Zhao (2011) 

[6] 
Sparse coding 

Chong 

(2017) [1] 
Spatiotemporal model 

적대학습기반 

이상탐지 

Schlegl 

(2017) [3]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Akcay 

(2018) [4] 
GANomaly 

Sabokrou 

(2018) [5] 

Adversarially learned one-

class classifier 

 

 

그림 1. 제안하는 비디오 이상탐지 모델의 아키텍쳐 

 

3. 방 법 

3.1 비지도 적대학습 모델 

그림 1은 제안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의 전체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안하는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분류기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인코더는 식 1에 나타나 있는 손실함수를 통해 

학습된다. 왜곡된 정상 데이터가 분류기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데이터인 것으로 분류되도록 데이터 

전사 능력을 학습한다. 동시에 입력된 데이터의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사된 데이터가 

디코더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 그대로 복원하도록 

학습된다. 디코더는 식 2를 이용하여 노이즈가 섞여서 

왜곡된 데이터가 전사된 것이 입력으로 주어지더라도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로 복원하도록 학습되어 학습에 

사용된 정상 데이터의 경우 노이즈에 상관없이 전사 및 

재구축이 잘 되도록 학습되면서 이 것은 데이터 확장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데이터를 

재구축할 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 3을 통해 

동시에 학습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ℒ𝑒𝑛𝑐 = Ex′∼𝒳+𝑁𝜎
[log (1 − 𝐷(𝑔(𝑥′)))

+ 𝑙(𝑥′, 𝑓(𝑔(𝑥′))]

+ Ex∼𝒳 [𝑙 (𝑥, 𝑓(𝑔(𝑥)))] 

(1) 

 

ℒdec = 𝐸𝑥∼𝒳,𝛼∼𝒩𝜎
[𝑙 (𝑥, 𝑓(𝑔(𝑥)))

+ 𝑙 (𝑥, 𝑓(𝑔(𝑥 + 𝛼)))] 

(2) 

 ℒAE = 𝐸𝑥∼𝒳 [𝑙 (𝑥, 𝑓(𝑔(𝑥)))] (3) 

𝐷, 𝑔, 𝑓 는 각각 분류기, 인코더, 디코더이고 𝑙(⋅,⋅) 는 

입력된 두 값의 차이를 구하는 함수이며 𝒩σ 는 𝜎 를 

표준편차로 가지고 평균은 0으로 가지는 정규분포이다. 

분류기는 식 4를 통해 전사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는 1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는 0으로 분류하도록 학습되어 인코더와 

적대학습을 이룬다. 

 

ℒD = 𝐸𝑥∼𝒳 [log (1 − 𝐷(𝑔(𝑥)))]

+ 𝐸𝑥′∼𝒳+𝒩𝜎
[log 𝐷(𝑔(𝑥′))] 

(4) 

3.2 이상탐지 

제안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된 분류기를 

통해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은 식 5와 같다. 우리는 

검증 데이터를 통해 임계값 𝜏를 설정한다.  

 𝑂(x) = {
𝑎𝑏𝑛𝑜𝑟𝑚𝑎𝑙        𝑖𝑓 𝐷(𝑥) > 𝜏 
𝑛𝑜𝑟𝑚𝑎𝑙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5) 

어떠한 비디오 데이터, 즉 이미지 데이터의 시퀀스가 

입력되면 우리는 이 것을 프레임레벨로 처리하여 

시퀀스 내부에 적어도 한 프레임이라도 이상치로 

분류된다면 입력된 비디오는 비정상으로 분류된다. 

 

4. 실험결과 

4.1 데이터 

제안하는 비디오 이상탐지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MNIST 데이터로 이미지 수준에서 성능을 

확인하고 UCSD Ped2 데이터를 통해 비디오 이상탐지 

성능을 검증한다. MNIST 데이터의 경우 28 × 28 크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숫자 1을 정상 데이터로 여기고 그 

외는 비정상으로 여기고 실험하였다. 비디오 데이터의 

경우 45× 45의 2차원 패치로 나누어 학습용 정상 데이터 

178,500개, 검증용 정상 데이터 122,930개, 검증용 

비정상 데이터 17,770개로 나누었다. 표 2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정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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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상탐지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 셋 

Dataset Training Test normal 
Test 

abnormal 

MNIST 6,742 1,135 8,865 

UCSD Ped2 178,500 122,930 17,770 

 

4.2 탐지 성능 

제안하는 이상탐지 모델을 이용하여 표 2의 데이터에 

있는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해보았다. 우리는 

비지도학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닌 ROC 

곡선의 밑넓이인 AUC로 평가하였다. MNIST 데이터로는 

그림 2(a)와 같은 ROC 곡선이 나타났으며 0.98의 AUC, 

0.08의 equal error rate (EER)를 가졌다. 또한, 그림 3에서 

보이듯이 정상이라고 정의한 1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재구축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UCSD Pred2 

데이터셋에서는 그림 2(b)와 같은 ROC 곡선으로 0.72의 

AUC, 0.34의 EER을 가진다. 이 데이터에서도 그림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상으로 정의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구축을 하지만 비정상으로 정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혀 재구축을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a) MNIST 데이터셋으로 진행한 이상탐지 결과 

및 (b) UCSD Ped2 데이터셋으로 진행한 이상탐지 결과 

 
그림 3. ‘1’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정상으로 정의하였을 

때 정상과 비정상 이미지의 재구축 이미지 

 
그림 4. UCSD Ped2 데이터셋에서의 정상 및 비정상 데

이터의 재구축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이상탐지 모델을 구축할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지도 방식의 

적대적 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은 간단한 MNIST 데이터 뿐만 아니라 UCSD Ped2 

데이터 셋 내에서도 비정상인 자전거에 대해서는 

재구축을 하지 못해서 이상탐지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더 다양한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MNIST 

데이터 셋에서는 기존의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하였으나 UCSD Ped2에서는 충분한 양의 실험과 

비교 모델에 대한 실험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최신의 

이상탐지 모델들을 구현하여 성능을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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