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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이상탐지는 감시시스템, 사물감지등 실세계의 다양한 문제에서 사용되는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해당 문제를 딥러닝기반의 모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데이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집과 라벨링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부족을 야기하며 딥러닝기반 모형성능감소를 시키는 주요원인이다. 본 논문

은 딥러닝 기반의 이상데이터 증대방법 및 참신한 이상탐지모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GAN모형에 기

반하여 가상의 이상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LRCN기반 이상탐지모형 학습에 사용한다. 또한, 실험을 통

하여 제안방법이 유효함을 입증하고 오탐지케이스 분석을 통하여 제안모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1. 서론 

비디오이상탐지는 영상처리분야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이는 실세계에서의 안전, 감시문제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 및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을 입증받고 있다 [1]. 

최근 딥 러닝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Long-term 

Recurrent Convolutional Network (LRCN) 등과 같은 

영상 분석에 적합한 딥 러닝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 

[2]. 딥러닝 방법들은 충분한 학습데이터가 보장되는 

경우, 고수준의 영상의 시간-공간적인 특성추출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상현상은 일반적인 상황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상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영상이상분류기의 학습 

및 테스트 성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현상 데이터 부족상황에서 영상 

이상분류기를 학습시키기 위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GAN)의 생성자를 통해 이상데이터개수를 

증가시키는 일련의 방법을 제안한다. GAN은 최근 

이미지, 영상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생성 모형이다. 생성자는 이론적으로 이상 데이터에 

대한 모수분포를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UCSD-Pedestrian1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을 통해 학습한 

분류기는 순수 분류기보다 약 1.5% 재현율을 보였다. 

또한 GAN의 생성자는 학습을 거듭할 수록 실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였으며 제안 모형의 

오분류 케이스 분석을 진행하였다. 

2. 관련연구 

 이상현상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힘들다는 문제 

때문에 비지도학습방법을 사용한 이상탐지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Mehran등과 Zhao 등은 영상을 

임배딩하고 일반영상데이터와 큰 차이를 보이는 영상을 

이상현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CNN과 LSTM 모형을 사용하여 영상의 

시간-공간적인 특성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lahi 등은 객체별로 

존재하는 LSTM을 Social pooling층으로 결합하여 모든 

객체들의 이동경로를 예측하였다. Medel등은 기억, 망각, 

그리고 출력 게이트간의 정보전달이 컨볼루션 연산으로 

이루어지는 ConvLSTM 모형을 영상이상탐지문제에 

적용하였다. Schlegl 등은 GAN 모형을 이미지 

이상탐지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단, 이들은 기본적인 

CNN으로 판별자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LRCN 모형을 판별자로 

사용한다. 따라서, 기존 GAN모형과 다르게 영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 할 수 있다. 표 1 은 소개된 

관련연구들을 요약한다. 

표 1 영상 및 이미지 이상탐지 관련 연구 

저자 방법 

R. Mehran(2009) Social force model 

B. Zhao(2011) Dynamic sparse coding 

A. Alahi(2016) Social-LSTM 

J. R. Medel(2016) ConvLSTM 

T. Schlegl(2017) An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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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흐름도 

3.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학습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GAN의 구조는 DCGAN을 참조하였다. 

3.1 GAN 모형 학습 방법 

첫번째 단계는 GAN 모형을 학습시키는 단계이다. 

GAN의 생성자 는 하나의 완전연결층과 역-

컨볼루션층을 통해 노이즈 벡터 를 원래 이미지와 

같은 크기로 증폭한한 후 2단의 컨볼루션층을 거쳐 

가짜 이미지 시퀀스 G 를 생성한다. 판별자 는 

실제 이미지 시퀀스  와 를 합친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하며 입력이 실제영상인지 또는 가짜영상인지 

판별한다. GAN의 목적함수 , 는 수식 (1)과 같다 

[3]. 목적함수를 따라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생성자는 

와 를 일대일 맵핑시키는 함수를 형성하게 된다. minmax , ~ log
~ log 1 G  

(1)

여기서 	 는 를 가 실제 데이터로 분류할 확률을 

나타내고 는 샘플이 얻어질 확률을 나타낸다. p  

는 실제데이터의 모수분포이며, p z 는 잠재공간 

상에서의 모수분포를 가정한 분포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p z 0,  (2)

3.2 LRCN기반 판별자 세부구조 

판별자 는 각 시퀀스 이미지에 대해 3단의 

컨볼루션-풀링층을 두어 각 프레임별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한다. 수식 (2)에서 번째에서 번째까지의 

픽셀을 번째 필터로 컨볼루션한 결과값 를 정의한다. 

 (2)

는 활성화 함수, 는 바이어스 항 그리고 는 커널의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 (3)에서 최대-풀링 연산을 

통하여 추상화된 이미지 를 정의한다. 

max∈  (3)

여기서 은 풀링 사이즈를 나타낸다. 3단의 컨볼루션-

풀링층을 통해 얻어낸 각 이미지의 특징을 LSTM 층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이미지 시퀀스의 특징의 특징을 

추출한다. 수식 (4-8)는 제안된 방법에 사용되는 LSTM 

게이트 입출력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 c  (4)∘ c  (5)∘ c ∘ tanh  (6)∘ c  (7)o ∘ tanh  (8)

여기서 , , 는 각각 t번째 입력에 대한 입력, 망각, 

출력 게이트이고, 는 메모리 셀, 는 최종 상태이며 ∘는 원소단위 곱셈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는 2개의 

완전 연결층을 거쳐서 영상이 참 또는 거짓인지 

판별한다. 또한, 제안하는 신경망이 깊기 때문에 모든 

컨볼루션, 완전연결층의 활성화 함수로 ReLU를 

사용하였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LSTM층과 

완전연결층 사이에 50% 드랍아웃층을 두었다. 

 

4. 실험 및 분석 

4.1 데이터셋 명세 및 데이터 전처리 

 본 실험을 위해 우리는 UCSD-pedestrian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4]. 본 데이터셋은 인도를 감시하는 CCTV 

영상이며 보행자를 정상현상으로, 다른 모든경우(자전거, 

자동차 등)을 이상현상으로 분류한다. 데이터셋은 

238x158 크기의 4,026개의 이상 프레임과 9,974개의 

일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계산량 감소를 위하여 각 이미지 크기를 182x120로 

축소하였다. 10 frame단위로로 윈도잉하여 얻은 이미지 

시퀀스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사용하며, 이상 프레임을 

5개 이상 포함하는 데이터는 이상 데이터로 라벨링 

된다. 클래스 편향이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언더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총 데이터는 

7770개의 이상 이미지 시퀀스로 이루어진다. 

4.2 실험 방법 

실험의 본 논문에서 제안한 GAN 모형은 32 

배치크기로 총 8000회 학습되었다. 영상이상분류기 

모형은 판별자와 동일한 LRCN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하였으며 추가 데이터없이 학습한 분류기 및 

생성자로부터 이상데이터를 추가로 공급받아 학습한 

분류기 모두 128배치크기로 20 세대만큼 학습하였다. 

단, 이상데이터를 추가공급 받는 경우 재 발생할 수 

있는 클래스 불균형을 고려하여 추가된 이상데이터 

개수만큼 학습에 사용되는 정상데이터의 개수를 

추가하였다. 

4.3 실험 결과 

첫번째로, 데이터 증대를 사용한 LRCN 모형과 순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학습한 LRCN 모형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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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OC 곡선 기반 성능비교 

비교하였다. 두 이상탐지 모형은 같은 모형구조를 

가진다. 그림 2는 두 모형간의 ROC곡선을 나타낸다. 표 

2는 다양한 기준으로 모델간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위의 두 실험결과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증대방법은 이상탐지성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은 t-SNE상에서 제안모형이 오탐지한 top 4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이다. t-SNE 상에서 가까이 

존재하는 데이터는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험결과, 이상 및 정상 데이터 간의 

특성차이가 모호한 경우에 주로 오탐지가 발생하였다. 

또한, top 4 케이스는 모두 이상현상이 발생(또는 

종결)되는 시점의 순간을 담고 있었다. 또한, 이 

중에서는 이상물체가 나무등에 가려져 이상행동이 

온전히 담기지 않는 사례등이 존재하였다. 직관적으로, 

이벤트가 전환되는 경계점이나 이상데이터에 대한 

폐색(occlusion)이 발생하는 순간은 이상탐지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생성자가 실제 비디오이상탐지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생성함을 보이기 위해 정성적인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림 4는 생성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중 한 프레임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는 생성자가 배경과 

객체들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음을 보인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은 딥러닝기반 데이터증대를 통한 비디오 

이상탐지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두개의 

페이즈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GAN에 기반하여 

이상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생성된 데이터 

 

그림 3 t-SNE기반 오탐지 케이스 분석 

 

그림 4 실제 데이터(좌)와 생성된 데이터(우) 

와 본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이상탐지모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오탐지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향후연구로써,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제안모델의 

성능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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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순수 LRCN 분류기와의 세부성능 비교 

방법' 재현율 F1-스코어 정밀도 정확도

LRCN 0.9895 0.9665 0.9445 0.9673 

Proposed 0.9930 0.9940 0.9950 0.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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