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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래프이상탐지문제는 다양한 실생활 문제에 핵심기술로써 사용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주

로 그래프를 특징공간에 임배딩하고 특징공간에서의 결정경계면을 구축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

래프 데이터의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이슈들을 만족시키는 이상탐지모형을 구축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은 해당 문제에서 핵심적인 세가지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딥러닝 기반의 참신한 그래프이상탐지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비-유클리드 공간에 그래프를 임배딩

하여 데이터에 대한 표현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fitting하는 비정형적 결정경계면을 스스

로 학습하여 구축한다. 또한 비교실험 및 분석을 통해 제안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1. 서론 

그래프이상탐지문제는 의료, 생산라인 감시시스템과 

같은 다양한분야에서 핵심기술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모형들은 주로 그래프를 특징공간에 임배딩 한 후 

결정경계면을 구축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탐지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첫번째로써, 그래프의 복잡성 및 불규칙성 

때문에 그래프를 특징공간상의 한 점으로 임배딩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적절한 특징공간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이는, 주로 사용되는 

유클리드 공간은 선형적공간이며 그래프의 복잡한 

특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의미있는 이상탐지능력을 얻기 위해서 비정형적인 

결정경계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참신한 그래프이상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형은 그래프 컨볼루션층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임배딩 한다. 또한, 비-유클리드적 

특징공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적대적 오토인코더 모형을 

사용한다. 끝으로, 스스로 비 정형적인 결정경계면을 

구축할 수 있는 이상탐지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모형은 

학습 시 정상데이터만을 사용한다. 이과정에서 인코더가 

올바르게 학습되었다면, 디코더는 군집화 된 특징공간 

에서의 재구축 능력을 얻는다. 주어진 문제는 

이진탐지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결정경계면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때, 딥러닝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모형은 비정형적 결정경계면을 

생성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이상탐지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 관련연구 

계산을 위해 그래프는 전처리과정을 거쳐 몇 개의 

매트릭스로 표현된다. 그 이후 특징을 추출하고 이상을 

탐지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hand-

crafted방법과 딥러닝을 사용한 방법으로 나뉜다. 

첫번째로 hand-crafted 방법들은 그래프의 특징과 

유사도를 수학적으로 규명하려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래프 크기에 따라 계산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여전히 거리기반의 원형적 

결정경계면을 구축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은 그래프 컨볼루션등의 그래프 임배딩 

모형을 사용하여 특징을 성공적으로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전연구와 같이 거리에 기반한 정형적인 결정경계면을 

구축하는 한계를 보였다. 표1에 관련연구가 정리되었다. 

표 1. 그래프이상탐지 관련 연구 

Tagegory Author 
Graph 

Embedding 
Detection 

Hand-

crafted 

Duan[2] S-Group 
Partition 

similarity 

Ishibashi[3] 
Inter-host 

communication 

Cosine 

similarity 

Koutra[4] 
Belief 

propagation 
RootED 

Deep 

learning 

Yu[5] Netwalk 
Metric 

based 

Grattarola[1] 
Graph 

convolution 

Mahalanobis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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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래프이상탐지를 위한 제안 구조 

3. 방법 

 그림 1은 제안하는 그래프이상탐지방법의 전체구조를 

나타낸다. 인코더 E는 그래프 컨볼루션층으로 구성되며, 

디코더 D와 판별자 Dis는 완전연결층으로 구성된다. 

3.1 데이터 전처리 

 그래프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산가능한 

형태로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컨볼루션층이 요구하는 전처리과정을 따른다. 즉, 

그래프는 노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행렬 X와 노드간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인접행렬행렬 A 로 표현된다. 즉 

그래프 G 는 G = {X, A} 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𝑘 는 노드에 대한 특징벡터의 크기이며,  𝑛 은 노드의 

개수를 의미한다 

𝑋 ∈ ℝ𝑛×𝑘 (1) 

𝐴 ∈ ℝ𝑛×𝑛 = {
1
0

 𝑖𝑓 𝑖 𝑎𝑛𝑑 𝑗 𝑖𝑠 𝑗𝑜𝑖𝑛𝑒𝑑
𝑒𝑙𝑠𝑒

 
(2) 

3.2 적대적 오토인코더 구조 

제안구조는 [1]을 차용하여 정곡률공간 (constant 

curvature manifold) ℳ 을 특징공간으로 사용한다. 

ℳ 은 비 유클리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복잡한 

특정을 비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ℳ 의 정의는 

식(3)과 같다. 여기서 𝜏 는 곡률을 나타내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며 1보다 큰 경우 ℳ 는 구형의 공간을, 

0보다 작은 경우 쌍곡선 모형의 공간을 나타내게 된다. 

ℳ = {𝑥 ∈ ℝ𝑑+1| < 𝑥, 𝑥 >  = 𝜏−1} (3) 

< 𝑥, 𝑦 >  = 𝑥𝑇 (
𝐼𝑑×𝑑 0

0 −1
) 𝑦 (4) 

제안모형은 X, A  행렬을 입력으로 받아 X′, A′ 를 

디코더에서 출력한다. 그리고 X와  X′ 간의 최소 제곱합 

오차와 A와  A′ 간의 cross entropy오차 합을 인코더-

디코더 학습에 대한 손실함수로 사용한다. 

그래프 임배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맴버십 

함수 𝜇(𝑧) 를 판별자의 학습과정에 추가하여 계산한다. 

𝜇(𝑧)는 정곡률 공간에 완벽하게 존재하는 점에서는 1의 

값을 갖지만 반대의 경우 0에 수렴하는 값을 가진다. 

따라서, 판별자가 안정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다.  

𝜇(𝑧) = 𝑒𝑥𝑝 (
−(< 𝑧, 𝑧 >  − 𝜏−1)2

2𝜁2
) (5) 

여기서 𝜁 는 출력값의 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3.3 이상탐지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상탐지방법은 재구축 

오차값을 사용한다. 정상데이터와 이상데이터간의 

차이를 학습시키기 위하여 학습은 정상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테스트 과정에서 식(6)과 같이 

얻어진 재구축 오차값 𝑆 은 이상치를 나타내는 점수로 

취급된다. 오차값이 작을수록 정상데이터에 가깝고 

클수록 이상데이터에 가까워진다. 임계점 𝕋을 구하기에 

앞서 min-max 정규화를 통해 스케일을 조절하여 

분석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𝕋는 편향성을 

최소화하기위해 오인식률과 오거부률이 같아지는 

지점인 equal-error-rate(EER)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식(7)는 𝕋를 사용해 이상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𝑆 = −
1

𝑁2
∑(𝐴𝑖𝑗 log �̂�𝑖𝑗 + (1 − 𝐴𝑖𝑗) log(1 − 𝐴𝑖𝑗))

𝑖,𝑗

+
1

𝑁
∑(𝑋𝑖 − �̂�𝑖)

2

𝑖

 

(6) 

Decision = {
𝑁𝑜𝑟𝑚𝑎𝑙

𝐴𝑏𝑛𝑜𝑟𝑚𝑎𝑙
   

𝑖𝑓 𝑆 < 𝕋
𝑒𝑙𝑠𝑒

 (7) 

 

4.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셋 

 본 실험을 위해 우리는 들로네 삼각분할(Delaunay 

triangulations)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2차원상에 고정된 7개의 점을 노드로 하는 그래프이며 

각 노드 좌표에 Gaussian noise를 가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이상데이터는 각 점에 r을 더한 후, Gaussian 

노이즈를 가하여 샘플링 한다. r 은 식(8)과 같이 

정의된다. 직관적으로, 𝑖 가 증가할수록 이상탐지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데이터는 100000개 

의 샘플링 된 정상데이터를 사용한다. 정상데이터는 𝑖 =

0인 데이터로 정의하고 이외는 이상데이터로 정의한다. 

검증데이터로는 1000개의 정상데이터과, 𝑖 값이 (1, 5, 

10, 15, 20)인 이상데이터 각 1000개씩을 샘플링 하여 

총 6000개의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노드의 특징값은 노드의 좌표 값으로 구성된다. 즉, 

노드는 2차원의 특징벡터를 가진다. 

𝑟 = 10 (
2

3
)

𝑖−1

 (8) 

4.2 실험 방법 

제안방법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1]의 이상탐지 

방법과 제안하는 이상탐지방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양쪽 모두 동일한 구조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인코더는 3개의 그래프 컨볼루션층을 

사용하였으며, 디코더와 판별자는 각 3,4개의 완전 

연결층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Area Under Curve(AU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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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검증데이터에서의 재구축오차 

 

표 2. 이상데이터별 AUC 성능비교 

4.3 실험결과 

  표 2는 들로네 데이터셋에 대한 이상탐지결과로써 

ROC곡선을 통해 얻어낸 𝑖별 AUC 기존 방법과 비교실

험 한 결과이다. 상단 열의 𝑖값은 이상탐지의 난이도를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은 모든 구간에서 기존 방법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또한 최고 난이도

인 𝑖 = 20에서도 거의 1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다. 

그림 2는 학습한 모델의 테스트셋에서의 재구축오차

를 나타낸다. 초록배경구간은 정상데이터 구간이고 붉은 

배경구간은 이상데이터 구간이다. 이상데이터의 세부 레

이블에 따라 붉은 배경의 농도를 다르게 표시하였다. 비

교적 쉬운 이상데이터(i={1,5,10})에 대해서는 정상데이

터와 비교하였을 때 재구축 오차크기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탐지가 어려운 이상데이터

(i={15,20})에서는 재구축 오차크기 차이가 작아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제안모형이 

정상 그래프와 비정상 그래프 간의 결정경계면을 잘 학

습했음을 알 수 있다. 

정곡률 공간으로의 그래프 임배딩이 유용함을 보이기 

위하여 인코더에서 출력된 특징벡터들에 대한 t-SNE 

시각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특징벡터들을 t-

SNE로 시각화한 그림이다. 쉬운 이상데이터(i={1,5,10})

는 정상데이터(i=0)와 실제로 큰 그래프구조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실데이터 수준에서의 차이는 t-SNE 상

에도 잘 나타난다. 그와 반대로, 어려운 이상데이터

(i={15,20})는 정상데이터와 유사한 그래프구조를 가진

다. 이 또한 t-SNE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인코더는 

정곡률 공간 상에 그래프 데이터의 특징을 잘 임배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그래프이상탐지를 위한 딥러닝 기반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비 유클리드 공간으로 

그래프를 임배딩 하며, 비정형적 결정경계면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실험결과, 제안모형은 그래프의 특성이 

잘 표현되도록 임배딩 하여 유의미한 특성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스스로 비정형적 결정경계면을 학습하여 

기존방법에 비하여 높은 성능을 얻었다. 향후연구로는 

실문제데이터에 제안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제안방법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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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특징공간에서의 t-S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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