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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원 데이터에서 랜드마크를 이용한

거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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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ction of outliers deviating normal data distribution in high dimensional data is an important 

technique in many application areas. In this paper, a distance-based outlier detection method using 

landmarks in high dimensional data is proposed. Given normal training data, the k-means clustering 

method is applied for the training data in order to extract the centers of the clusters as landmarks which 

represent normal data distribution. For a test data sample, the distance to the nearest landmark gives 

the outlier score. In the experiments using high dimensional data such as images and documents, it was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 based on the landmarks of one-tenth of training data can give the 

comparable outlier detection performance while reducing the time complexity greatly in the test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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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상치 탐지는 정상적인 데이터 분포에서 크게 벗

어나는 데이터를 탐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네트워

크 침입 탐지, 자동 공정 고장 탐지, 불법 카드 사용 

탐지, 스마트 계량기 기반 전기 도둑 탐지와 같은 다

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1]. 이상치 탐지 방법

은 탐지에 사용되는 기법에 따라서 거리 기반, 밀도 

기반, 트리 기반, 딥러닝 기반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2]. 그 중에서 k 번째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이상치 탐지 방법은 거리 기반 탐지 

방법으로서, 개념이 직관적이고 단순한 반면 높은 성

능을 보이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3]. 그러

나, 모든 데이터 샘플과의 거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

에 계산 복잡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차원이 높아짐에 따라 거리 계

산 복잡도가 비례하여 높아지게 된다.

고차원 데이터는 데이터 샘플이 고차원 벡터로 표

현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데이터

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Bag of Words(BOW)

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등장 빈도에 의해 

벡터로 표현하는데, 단어 사전에 있는 단어의 수가 

많기 때문에 고차원 벡터로 표현될 수 밖에 없다. 이

미지 데이터도 픽셀값을 벡터 성분으로 할 때 이미지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차원 벡터로 표현된다. 텍

스트나 이미지 등 고차원 데이터 분석 수요가 높아짐

에 따라 고차원 데이터에서 효과적인 이상 탐지 방법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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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원 데이터에서 이상치 탐지는 중요한 문제인 

반면, 고차원 공간에서는 데이터 희소성(sparsity)과 

차원의 저주(the curse of dimensionality)로 인해 기

존의 이상 탐지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

다. 특징 추출이나 특징 선택과 같은 차원 감소 방법

을 적용하여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데이터를 변형

한 후 저차원 공간에서 기존의 이상 탐지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4,5,6]. 전통적인 차원 감소 방법인 주성

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학습 데이

터에서 가장 분산이 큰 벡터 방향으로 사영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정상 데이터에서 

분산이 가장 큰 벡터 방향이 이상치 발생 탐지를 용

이하게 할 수 있는 사영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부분 공간(subspace) 이상치 탐지는 전체 속성 

차원이 아닌 부분 속성들의 공간에서의 이상치 탐지

를 타겟으로 한다[7,8]. 그러나 부분 공간에서의 이상

치가 전체 공간에서의 이상치는 아닐 수 있고, 반대

의 경우일 수도 있어서 이상치 검증이 어렵게 된다. 

속성들의 랜덤한 선택에 의한 부분 공간에서의 이상

치 탐지 결과를 앙상블로 결합하여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기도 하나, 고차원 공간에서의 랜덤 선택은 성

능의 최적화를 보장하기 어렵다[9]. 특히, 정상 데이

터만으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정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속

성들을 추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 데이터에서 정상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데이터 샘플들인 랜드마크

(landmark)를 이용한 거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정상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정상 데

이터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랜드마크들을 

선택하고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이용

하여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탐지 성능

과 시간 복잡도를 기존의 이상치 방법들과 비교한다. 

또한, 고차원 데이터에서 거리 기반 방법이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이상치 탐지 방

법들을 검토한다. 3절에서는 랜드마크를 이용한 거

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을 설명한다. 4절에서는 고

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절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이상치 탐지 방법들은 학습 환경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2]. 첫 번째 카테고

리는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로 구성된 학습 데이

터가 주어졌을 때 이진 분류기를 학습하여 이상치를 

탐지하는 감독 학습 방법이다[1]. 성능이 잘 입증된 

다양한 분류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적용이 쉬우나, 정상 데이터에 비해서 이상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의 양이 크게 차이 나는 불균형 학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데이터 라벨이 주어지지 않은 

무감독 학습에 속하는 방법들로서, 주어진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상이고 소수의 이상치만이 포함되어 있

다는 전제에서 이상치일 가능성이 상위에 랭크되는 

데이터 샘플들을 탐지하는 방법이다[3,10,11]. 좋은 

성능을 내는 이상치 탐지 방법으로 꼽히는 트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인 Isolation Forest[10]는 이상치는 

정상 데이터보다 더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랜덤하게 속성과 분

기점을 선택하여 노드를 구성하면서 이진 트리의 앙

상블을 구성하고 데이터 샘플이 거쳐가는 루트로부

터 리프까지의 경로의 길이를 이용해 이상치 지수를 

계산한다. 그러나 트리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분할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의 수도 제한될 수 

밖에 없어서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영역 분할에 한계

를 가진다. 논문 [10]에서는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적

용을 위해 일변량 분포의 첨도를 측정하는 Kurtosis 

test를 이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순위를 계산한 후, 

이 순위에 따라 특징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첨도는 분포의 꼬리 부분에서의 편차의 정도와 관련

된 값으로 큰 첨도값은 이상치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다[11]. 그러나, 정상과 이상치가 섞여 있을 때 이

상치가 큰 첨도값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정상 데이

터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첨도에 의한 속성 선택이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      

논문 [12]에서는 데이터 샘플의 R 반경 안에 k보다 

적은 수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 샘플을 이

상치로 판정하는 거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이 제안

되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밀도의 영역이 존재할 때 

두 영역에 모두 적합한 변수 값의 설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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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 Normalized Euclidean pairwise distance in 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a) with normal data (b) with normal 

and outlier data [17]. 

터 샘플의 주변 밀도와 이웃 데이터 샘플들의 주변 

밀도를 비교하여 이상치 지수를 계산하는 밀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인 LOF(Local outlier factor)가 제

안되었다[13]. 한 데이터 샘플 주변 밀도가 k개의 근

접한 이웃들의 주변 밀도 평균에 비해 낮을수록 높은 

LOF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k

개의 근접 이웃 계산에 대한 시간과 공간 복잡도가 

높게 된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정상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학

습 데이터가 주어질 때,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

을 구성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논문 [14]에서는 정상 데이터를 

이용해 딥러닝 모델인 오토인코더(autoencoder)를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재구성 오차(recon-

struction error)를 이용해 이상치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5]에서는 정상 데이터로만 구

성된 학습 데이터로부터 속성값들의 범위를 추정하

고, 트리의 노드를 생성할 때 랜덤하게 속성을 선택

하고 속성값 구간을 랜덤하게 이분하는 분할값을 반

복적으로 생성하여 데이터 영역을 랜덤하게 분할하

는 완전 이진 트리인 RS tree(Random-Split tree)를 

구성한다. 정상 학습 데이터를 구성된 RS tree들에 

내려 보내주어 각 노드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기록하

고 이를 통해 노드의 밀도를 계산하여 이상치 지수를 

산출한다. 그러나, RS tree도 Isolation tree와 마찬가

지로 분할 속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속성의 수가 제

한되기 때문에 고차원 데이터에서 영역 분할에 한계

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수집

이 용이하나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얻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정상 데이

터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상 데이터 

분포를 모델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서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은 실제 응용 문제에서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정

상 데이터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는 환경에

서 고차원 데이터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상치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3. 랜드마크를 이용한 거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

3.1 고차원 데이터에서 이상치 탐지 

논문 [3]에서는 데이터 샘플이 이상치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이상치 지수를 데이터 샘플에서 k번째 가

까운 이웃까지의 거리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바

탕으로 데이터 샘플들의 순위를 정해 상위에 위치한 

데이터 샘플들을 이상치로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또는 데이터 샘플로부터 주어진 반경 안에 위

치한 데이터들의 개수로부터 밀도를 정의하고 이를 

전역적이거나 지역적인 이상치 탐지에 적용한다[13, 

16]. 이러한 거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은 직관적이

고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잘 알려진 

이상치 탐지 방법들에 경쟁할 만한 탐지 성능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거리의 직관적인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차원 데이터에서 거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문 [17]에서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Fig. 1의 왼쪽 

그림에서는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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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crimination of normal data and outliers by the 

distance to the nearest landmark.

                                                                                 

Input:  
: a training set consisting of normal data

      m: the number of landmarks

      K: the search of the K-th nearest landmark

      : test data sample                                                         

Find m clusters by performing k-means clustering for X.

Let  
 be the set of landmarks where 

 is the center of each cluster.

For a test data sample 

   Compute the distance   from   to the K-th nearest landmark. 

   Return   as an outlier score for                                                

Fig. 3. The summarization of the proposed method.

따라 분포된 데이터에서 임의의 두 데이터 간의 거리

를 데이터 차원 d에 의해 정규화된 거리 로 

나타낼 때 데이터 차원 d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가 데이

터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근접해짐을 볼 수 있다. 반

면에 오른쪽 그림에서는 인위적으로 이상치를 모든 

차원에서 2의 지점에 두었을 때, 데이터 차원이 증가

할 때 이상치로부터 다른 데이터와의 평균 거리가 

정상 데이터로부터 다른 데이터와의 평균 거리와 차

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3.2 랜드마크를 이용한 이상치 탐지 방법

 을 정상 데이터로 구성된 학습 데

이터라고 하자. 로부터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소수

의 데이터 샘플들을 선택해서 정상 학습 데이터를 

대표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를 로

부터 선택된 랜드마크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테스트 

데이터 샘플 x에 대해 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x로부터 k번째 가까운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사용하

여 이상치 지수를 계산하는 대신에 에 있는 랜드마

크들 중에서 k번째 가까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사용해서 이상치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적은 수의 

랜드마크들의 집합에서 k번째 가까운 데이터를 탐색

하므로 시간복잡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전체 정상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선택하기 위해 k-means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택하고자 하는 랜드마크 수만큼 클러스터

를 구성한 후 각 클러스터의 센터를 랜드마크로 사용

한다. 학습 단계에서는 k-means clustering 수행에 

의해 시간 복잡도가 높아지겠지만, 테스트 단계에서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s) 탐색의 범위를 

선택된 랜드마크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를 크게 줄일 수 있다. Fig. 2는 제안 방법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파란색 원들은 정상 학습 

데이터를 나타내고 세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되

어 있다. 세 개의 검은 색 막대는 각 클러스터의 중심

으로서 랜드마크를 표현한다. 붉은 색으로 나타낸 테

스트 데이터가 주어질 때, 정상 데이터 영역에 있는 

1번 테스트 데이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까지

의 거리가 이상치로 간주될 수 있는 2번 테스트 데이

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보다 더 

작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각 데이터로부터 가

장 가까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이상치 지수로 사

용함으로써 정상 데이터와 이상치를 구별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Fig. 3에서 제안 방법을 요약해서 설명

하였다. 4절의 실험에서는 랜드마크의 개수를 변화

시킬 때 이상치 탐지 성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한 

랜드마크를 랜덤하게 선택할 때의 성능과도 비교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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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escription of experimental setting.

data dim samples classes
experimental setting

normal class outlier class

 MNIST 784 70000
0,1,...,9 0,2,6,8 4

1,3,7,9 5

 Reuter 15484 6656

1: category1 1,2 3

2: category36 1,3 2

3: others 2,3 1

 BBC 17005 2225

1: business 2,3,4,5 1

2: entertain 1,3,4,5 2

3: politics 1,2,4,5 3

4: sport 1,2,3,5 4

5: tech 1,2,3,4 5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성능 비교를 위하여 숫자 이미지 데이터 MNIST

와 두 개의 텍스트 데이터, BBC News와 Reuter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MNIST는 0부터 9까지 숫자

를 손으로 쓴 70,000개의 숫자 이미지들로 구성된 데

이터이다[18]. 숫자 이미지는 사이즈 28*28의 그레이 

레벨 이미지로서 각 이미지는 784차원의 벡터로 저

장된다. BBC News 데이터는 BBC에서 작성된 2,225

개의 뉴스 데이터로 다섯 개의 카테고리 business, 

entertainment, politics, sport, tech로 구성되어 있다

[19]. 특수기호와 숫자를 삭제하고 한 개의 문서에만 

속하는 단어를 제거하여 17,005개의 단어를 가진다. 

Reuters 데이터는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에서 내려받은 Reuters-21578 데이터에서 135개의 

TOPICS 카테고리에 속하는 다큐먼트들을 사용하였

다. Stopwords removal, stemming, tf-idf trans-

formation, unit norm을 가지도록 전처리하고, 두 개 

이상의 그룹에 속하는 문서를 제외하여, 15,484개의 

단어로 구성되는 6,656개의 다큐먼트를 가지게 된다. 

135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많은 다큐먼트들을 

가지는 1과 36 카테고리와 나머지 모든 문서를 모은 

카테고리로 총 세 개의 클래스를 구성하였다.

실험에서는 각 데이터셑에서 한 개의 클래스를 이

상치 클래스로 두고 나머지 클래스를 정상 데이터로 

설정하였다. MNIST 데이터에서는 정상 데이터의 

30%를 랜덤하게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정상 데이터와 이상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

터로 하였다. 두 개의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정상 데

이터의 50%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정상 

데이터와 이상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설정하

였다. 정상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상치 탐지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이상치 지수를 계산

하여 AUC(Area Under the Curve) 값을 구할 수 있

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랜덤 선택을 통

해 나누는 과정을 10번 반복하여 AUC 평균값을 성

능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어떤 클래스를 이상

치 클래스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상치 클래스로 설정하는 클래스를 다르

게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Table 1은 데이터와 실험설

정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4.2 이상치 탐지 성능 비교 

테스트 데이터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k번째 이웃

까지의 거리를 이상치 지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KNN

이라고 나타내고, 랜드마크를 이용한 제안방법을 

KNN_Land라고 표시한다. 거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

법인 KNN_Land을 성능이 높은 이상치 탐지 방법들 

중의 하나로 알려진 트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인 

Isolation Forest 방법과 대표적인 밀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인 LOF(Local Outlier Factor)와 성능을 비

교한다. Python을 기반으로 Scikit-learn (https:// 

scikit-learn.org/stable/) 함수들을 이용하여 프로그

램을 구현하였고, 비교되는 모든 이상치 탐지 방법들

은 python으로 구현된 이상치 탐지 방법 라이브러리

인 PyOD[20]의 함수들을 사용하였다.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는 PyOD 패키지 함수들에서 설정된 디폴

트 값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KNN에서는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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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for outlier detection by 

the average AUC. 

MNIST Reuter BBC

Isolation Forest 0.649 0.522 0.489

LOF 0.948 0.685 0.888

KNN 0.950 0.874 0.916

KNN_Land(rand) 0.927 0.846 0.843

KNN_Land(clu) 0.955 0.890 0.885

Table 3.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about the mean of the proposed method and the compared outlier detection 

methods by the paired t-test.

win/tie/lose Isolation Forest LOF KNN KNN_Land(rand)

KNN_Land(clu) 10/0/0 3/6/1 4/2/4 7/3/0

Table 4. The comparison of execution time in outlier detection methods (in seconds).

MNIST Reuter BBC

training test training test training test

Isolation Forest 10.7 15.8 70.5 53.2 22.5 16.1

LOF 95.1 291.7 189.9 328.6 17.1 26.3

KNN 92.7 297.0 164.8 296.8 19.5 30.2

KNN_Land(rand) 1.0 32.6 2.6 47.1 0.3 4.9

KNN_Land(clu) 718.1 37.1 1738.0 41.9 196.0 4.7

LOF에서는 k=20, Isolation Forest에서는 100개의 

앙상블 멤버와 256개의 subsampling 사이즈를 사용

하였다.

Table 2는 세 개의 데이터셑을 이용해서 Table 1

의 실험 환경에서 수행한 이상치 탐지 성능을 평균 

AUC를 사용하여 비교한다. Table 1의 각 행에 묘사

된 “normal class”와 “outlier class” 설정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랜덤하게 구성하는 것을 

10번 반복하면서 수행하여 AUC를 구하였고, 각 데

이터셑마다 전체적인 평균 AUC를 계산하였다. 

KNN_Land(clu)에서는 정상 학습 데이터의 10% 크

기의 랜드마크를 k-means clustering 방법으로 구하

고 테스트 데이터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까

지의 거리에 의해 이상치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KNN_Land(rand)에서는 정상 학습 데이

터의 10% 크기의 랜드마크를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

을 나타낸다. Table 2에서 보여주듯이 KNN 방법이 

Isolation Forest나 LOF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나

타내고, KNN_Land(clu)는 MNIST와 Reuter에서는 

KNN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었고, BBC에서는 KNN

보다는 낮으나 LOF와 비숫한 성능을 얻음을 알 수 

있다. BBC에서 KNN_Land(clu)가 KNN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인 분석은 

어려우나, 정상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와 노이

즈 데이터의 존재 등에 의해 클러스터링에 의해 선택

된 랜드마크들의 대표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원인

이 아닐지 추측한다.  

Table 2에서 보여주는 평균 AUC에 의한 비교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able 

1의 각 행마다 10번씩 반복된 실험결과에 대해 제안 

방법인 KNN_Land(clu)과 다른 비교방법에 대해 쌍

체표본 t-test를 수행하였다. 유의수준 5%로 하여 양

측검정을 수행하여 제안 방법과 다른 비교방법들의 

비교결과를 win(제안 방법의 평균이 비교방법의 평

균보다 높다), tie(평균이 같다), lose(제안 방법의 평

균이 비교방법의 평균보다 낮다)의 빈도수로 Table 

3에 나타내었다. KNN과의 비교에서는 win과 lose의 

회수가 같았고, 다른 방법들과의 비교에서는 제안 방

법의 win의 경우가 lose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Table 4는 각 방법들의 실행시간을 비교한다. 모

든 방법은 python 패키지인 Scikit-learn과 PyOD 함

수들을 사용하여 구현되었고, 10번 반복하여 평균 시

간을 초로 나타내었다. training time은 학습 데이터

로 모델을 수립하는 fit() 함수 수행시간이며 test 

time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이상치 지수를 계산하

는 decision_function()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KN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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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mparison of training time when the max-

imum iteration in k-means clustering was set 

variously. 

max_iter Mnist Reuter BBC

50 722.7 1665.7 152.3

100 622.6 1682.2 150.2

200 647.0 1676.2 151.9

Fig. 4. Performance comparison when various landmark 

sizes are used.

Fig. 5. Performance comparison when the first and sec-

ond nearest landmarks are used.  

Land는 학습 데이터에서 랜드마크를 선택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을 training time에 추가하였다. Table 4에

서 보여주듯이 KNN_Land(clu)에서 학습 단계에서

는 랜드마크 선택을 위한 클러스터링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테스트 단계에서

는 KNN의 실행시간에 비해 12%에서 15% 정도의 

시간이 걸림을 보여준다. 

Table 2와 Table 4의 평균 AUC와 실행시간 측정

은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에서 최대 반복 회

수를 100으로 제한하여 수행한 결과이다. 최대 반복 

회수를 다르게 변화시켜 가면서 수행할 때 이상치 

탐지 성능과 실행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

기 위해, Table 1에서 설명한 실험 셋팅에서 Mnist 

(outlier class: 4), Reuter(outlier class: 3), BBC(out-

lier class: 1)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탐지 성능과 실

행시간을 비교하였다. Table 5에서 k-means clus-

tering 알고리즘에서 최대 반복 회수를 50, 100, 200

으로 다르게 설정하면서 각 데이터에서 학습 데이터

와 테스트 데이터로 랜덤하게 나누는 것을 10번 반복

하여 실험을 수행했을 때 training time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최대 반복 회수가 다르게 설정됨에도 AUC 

값은 같게 측정되었고 학습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k-means clus-

tering에서 50번 이내에 수렴이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Fig. 4에서는 KNN_Land 방법에서 랜드마크 사이

즈를 정상 학습 데이터의 10%, 20%, 30%로 선택하

고,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이용해 이상

치 지수를 계산할 때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KNN_ 

Land(rand)는 랜드마크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인 반면, KNN_Land(clu)는 랜드마크 사이

즈가 10% - 30%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Fig. 4에서는 랜드마크 사이즈를 변화시켜 가면서 

성능을 비교한 반면, Fig. 5에서는 제안 방법 KNN_ 

Land(clu)에서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이용해 이상치 지수를 계산하는 경우와 두 번째 가까

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이용해 이상치 지수를 계

산하는 경우의 AUC를 비교한다. Mnist와 BBC 데이

터에서는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이용

해 이상치 지수를 계산하는 경우의 AUC 값이 더 높

고, Reuter 데이터에서는 두 번째 가까운 랜드마크까

지의 거리를 이용해 이상치 지수를 계산하는 경우의 

AUC가 약간 높으나, 그 차이는 최대 0.023으로 크지 

않다.       

  

5. 결  론

k번째 가까운 이웃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상

치일 가능성이 더 커지는 KNN 기반 이상치 탐지 방

법은 개념이 단순하고 탐지 성능도 높으나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높다는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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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거리 계산이 데이터 

차원에 비례해서 높아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KNN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테스트 

단계에서의 계산 복잡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랜드마

크를 이용한 거리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을 제안하였

다. 정상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k-means clus-

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들의 중심을 정상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선택한다. 각 

테스트 데이터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까지

의 거리를 이용해 이상치 지수를 계산한다. 학습 단

계에서는 k-means clustering에 드는 시간이 커지게 

되나, 테스트 단계에서는 전체 학습 데이터에서 이웃 

탐색을 하는 대신에 매우 적은 수의 랜드마크에서 

이웃 탐색을 하게 되므로 시간 복잡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고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 전

체 학습 데이터의 10% 크기의 랜드마크를 선택할 때, 

테스트 단계에서 전체 데이터를 이용할 때보다 수행

시간은 12%에서 15% 정도로 낮추면서 이상치 탐지 

성능은 유지하거나 더 향상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 방법은 정상 데이터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질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상치 탐지 방법이다. 일

반적으로 이상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에 비해 수집하

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제한 조건은 

실제 문제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데이터 라벨이 알려지지 않은 무감

독 학습 환경의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은 필요하다. k-means 

clustering에 의한 랜드마크 선택 과정에서 학습 데

이터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소수의 이상치 데

이터가 랜드마크로 선택되지 않도록 하는 후처리 과

정을 도입함으로써 제안 방법을 무감독 학습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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