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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의 개선에 따라 딥 러닝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딥 러닝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상적인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값이나 패턴을 식별하는 기법인 이상 탐

지가 있으며, 이상 탐지의 대표적 유형인 점 이상, 집단적 이상, 맥락적 이중 특히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맥락적 

이상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의 이상 상황 탐지는 대용량 데이터로 

학습된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학습 모델은 이미지의 객체 클래스 분류에 초점을 두어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객체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상황을 탐지해야 하는 이상 상황 탐지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체 클래스 분류를 학습한 사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이미지 캡셔닝 학습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객체 파악뿐만 아니라 객체들이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이해해야 하는 이상 상황 탐지에 적절한 2 단계 사전학습 

모델 구축 방법론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안 방법론은 ImageNet 데이터로 클래스 분류를 학습한 사전학습 모델을 이

미지 캡셔닝 모델에 전이하고, 이미지가 나타내는 상황을 설명한 캡션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이후 

이미지와 캡션을 통해 상황 특질을 학습한 가중치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미세 조정을 수행하여 이상 상황 탐지 모델을 생

성한다.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구축한 데이터 셋인 상황 이미지 400장에 대해 이상 탐지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실험 결과 제안 방법론이 기존의 단순 사전학습 모델에 비해 이상 상황 탐지 정확도와 F1-score 측면에서 우수

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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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컴퓨팅 기술과 GPU가 발전하고 클라우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비

교적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딥 러닝(Deep Learning)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딥 러닝은 여러 개의 층(layer)을 쌓아 

구성한 신경망(Neural Network)을 활용한 분석 기

법으로, 데이터에 포함된 유의미한 특징(Feature)을 

발견하는 학습을 통해 새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값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

즘이다.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네이버, 구글, 아

마존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대용량 텍스

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 추천, 감성 분

석, 이미지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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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활용한 

멀티모달(Multimodal) 서비스로 활용 분야를 넓혀

가고 있다. 

딥 러닝이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Chandola et al., 2007; Li et al., 2013)를 들 수 있

다. 이상 탐지는 정상으로 정의된 데이터와는 상이

한 값 또는 패턴을 갖는 데이터를 찾는 기법으로, 

최근 딥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상 탐지 알고리

즘이 기존의 전통적인 이상 탐지 기법에 비해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이상 탐지

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용카드 사기 탐지(Ghosh and 

Reily, 1994), 악성코드 탐지(Christodorescu et al., 

2005), 시스템 침입 탐지(Van and Thinh, 2017) 등

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제품 결함 탐지

(Tao et al., 2018), X-ray 보안 이미지 분석(Gaus et 

al., 2019), 의료 영상 분석(Fernando et al., 2020), 

자율 주행 이상 탐지(Di Biase et al., 2021)  등 영

상에서의 딥 러닝 기반 객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

상 탐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객체 인식(Object Recognition)(Logothetis and 

Sheinberg, 1996) 은 이미지에 존재하는 객체를 확

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객체 인식의 결과는 이미

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작업을 위한 핵심 

정보로 사용된다. 객체 인식은 일반적으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기반을 둔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PASCAL VOC(Visual 

Object Classes)(Vicente et al., 2014), 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Russakovsky et al., 2015)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ILSVRC에서는 해마다 기존의 알고리즘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다양한 개선 기법들이 제

안되면서, 딥 러닝 이미지 분석 분야의 발전을 견인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ILSVRC는 8

년동안 주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10배의 성능 향상, 객체 인식 분야에서 3

배의 성능 향상을 이루어 냈다.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는 객체 인식(Object 

Recognition)과 객체 위치 식별(Object Localization)

을 통해 영상 또는 이미지에 포함된 객체와 그 위치

를 탐지하는 기법이다. 기존에는 YOLO 계열 알고

리즘들과(Redmon et al., 2015; Redmon and 

Farhadi, 2018; Bochkovskiy et al., 2020; Ge et al., 

2021; Girshick et al., 2014), R-CNN 계열 알고리

즘들이(Girshick, 2015; Ren et al., 2015) 꾸준히 성

능 개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반의 알고리즘(Alexey et al., 2020; Mitchell et 

al., 2022)들이 SOTA급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 객

체 인식과 탐지의 성능은 이들 알고리즘뿐 아니라, 

데이터의 양과 품질,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미지의 특질을 미리 학습한 사전학

습 모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이미지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는 사전학습 모델에는 VGG16 

(Simonyan and Zisserman, 2014), ResNet-50(He et 

al., 2016), MobileNet(Howard et al., 2016), 

GoolgeNet(Szegedy et al., 2015) 그리고 GooleNet 

기반의 모델인 Inception V3(Szegedy et al., 2015) 

등이 있으며, 특히 이상 탐지 분야에서는 VGG16, 

GoogleNet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전학습 모델은 객체의 클래스 

분류를 위한 층(Layer)을 쌓아서 학습이 진행되므

로 객체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고, 이는 여러 객체

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복합적인 상황(Context)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점을 탐지해야 하는 이상 탐지에 

추가적인 학습없이 바로 적용되기에는 적절하지 못

하다. 예를 들어 <Figure 1>은 객체 인식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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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mitations of Object Recognition-Based Anomaly Detection

식 또는 학습만으로 복잡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묘사하고 있다.

<Figure 1>에 나타난 사람은 과거의 경험 및 학

습을 통해 ‘Person’, ‘Car’, 그리고 ‘Tree’ 등의 객체

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러한 사람에게 ‘Context Image’와 같은 이미지가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 사람은 주어진 이

미지에 ‘Person’, ‘Car’, 그리고 ‘Tree’ 등의 객체가 

존재함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이들 객체가 어우러져

서 나타내는 상황이 ‘정상(Normal)’ 상황인지 아니

면 ‘이상(Accident)’ 상황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본 예시는 이미지에 포함된 객체 정보만으로는 정

상 상황과 이상 상황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객체들이 만들어 내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상을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전학습 방법

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 기반 이상 탐지를 

위해 객체 특질 학습과 상황 특질 학습으로 구성된 

2단계 사전학습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의 1단

계에서는 대용량의 이미지로 학습된 기존의 사전학

습 모델을 통해 다량의 이미지로부터 객체의 특질

을 학습하고, 2단계에서는 이미지 캡셔닝(Image 

Captioning)(Xu et al., 2015)에 사용되는 인코더-디

코더 모델을 통해 이미지와 캡션으로부터 상황 특

질을 학습한다. 이후 인코더-디코더 모델의 인코더

에서 가중치를 추출하는데, 이는 이미지에 나타난 

객체 특질과 상황 특질을 모두 학습한 가중치로 본 

연구의 핵심이 된다. 제안 모델은 2단계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 객체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객체가 

얽힌 복잡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교

통사고, 재난재해 등 이미지 기반 이상 탐지의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장인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소

개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딥 러닝 

기반 이상 탐지를 위한 상황 특질 사전학습 기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직접 구축한 데이터에 제안 기

법을 적용한 이상 탐지 모델의 성능과 기존의 사전

학습 모델을 단순히 적용한 이상 탐지 모델의 성능

을 비교한다.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

여와 한계를 정리한다. 

2. 련 연구

2.1. 이상 탐지

이상 탐지란 어떤 데이터 안에서 다른 관측치와 

현저히 다른 방법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를 찾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Haw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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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pplication of Deep Learning-Based Anomaly Detection

1980). 정상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개체 또는 데이

터를 이상 혹은 비정상이라 하며, 영어로는 anomalies, 

outliers, novelties, noise, 그리고 deviations 등의 표

현이 사용된다. 이상 탐지에는 통계학적 접근 기반

인 모수, 비모수, 정보 이론 기법과 기계학습 기반

인 분류(Classification)(Tao et al., 2006)와 군집화

(Clustering)(Jain and Dubes, 1988)기법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특히 분류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인 신

경망(Neural Network)방식(Claudio et al., 2000)의 

경우 최근 딥 러닝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딥 러닝 

기반 이상 탐지(Deep Anomaly Detection) 연구 분

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용 카드 사기 

탐지(Shen et al., 2007; Fu et al., 2016) 네트워크 

침입 탐지(Yu et al., 2017; Malaiya et al., 2018)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딥 러닝이 고차원 데이터, 공간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등 복잡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상

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상 탐지의 적용 분야가 

실시간 교통 영상 이상 탐지(Xie et al., 2017), 산업 

IOT 이상 탐지(Liu et al., 2020), 의료 영상 분석

(Shvetsova et al, 2021) 등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Figure 2).

이상 탐지에서의 이상은 크게 점 이상(Point 

Anomaly), 집단적 이상(Collective Anomaly), 그리

고 맥락적 이상(Contextual Anomaly)(Chalapathy 

and Chawla, 2019)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Figure 

3). 점 이상(Figure 3(a))은 자료 내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들에 비해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고, 집단적 이상(Figure 3(b))은 자료 내에서 복

수의 개체가 이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

다. 맥락적 이상(Figure 3(c))은 점 이상 및 집단적 

이상과는 다르게 특정한 맥락, 즉 어떤 상황 속에서

의 이상을 의미한다. 간단한 예로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은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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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ree Types of Anomaly

적일 수 있는 것처럼 이상의 정의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맥락을 이해하고 이상을 

파악해야 하는 맥락적 이상 탐지는 가장 높은 난이

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 탐지 분석을 위한 데이터에 정상 혹은 비정

상의 레이블을 부여하는 작업을 레이블링

(Labeling)이라고 한다. 또한 학습 기법은 레이블의 

유무에 따라 크게 지도 학습 기반 이상 탐지

(Görnitz et al., 2013), 준 지도 학습 기반 이상 탐지

(Ashfaq et al., 2017), 그리고 비지도 학습 기반 이

상 탐지(Kiran et al., 2018)로 나뉜다. 지도 학습 기

반 이상 탐지는 레이블링이 모두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s)(Lecun et 

al., 1989), LSTM(Long Short-Term Memory 

Networks)(Hochreiter et al, 1997) 등의 딥 러닝 모

델을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며, 레이블이 명확하

게 지정된 데이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비지도 이상 

탐지 기술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레이블

이 부여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

우에는 준 지도와 비지도 학습 기반 이상 탐지 기술

을 이용한다. 준 지도 학습 기반 이상 탐지는 비정

상 데이터 없이 정상 데이터만 주어진 상태에서 정

상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이상을 탐

지한다. 비지도 학습 기반 이상 탐지는 레이블에 대

한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이상

을 탐지해내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학습하여 샘플의 이상 점수(Outlier Score)를 생성

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상 탐지가 이루어진다

(Goldstein and Uchida, 2016). 준 지도와 비지도 학

습 기반 이상 탐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토 인코더

(Autoencoder)(Pierre and Kurt, 1989) 기반 모델이 

널리 사용된다. 

한편 레이블링 된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할 뿐 아

니라 분야마다 이상이 새롭게 정의되어 딥 러닝 알

고리즘이 제대로 학습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이미지 이상 탐지 분야에

서는 사전학습된 모델(Pre-trained Model)을 활용하

여 각 분야별로 미세 조정(Fine Tuning)을 진행하는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의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Jena et al., 2022). 대표적으로 

VGG16(Simonyan and Zisserman, 2014), ResNet-50 

(He et al., 2016), MobileNet(Howard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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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aining Process of Image Captioning

GoolgeNet(Szegedy et al., 2015) 그리고 Inception 

V3(Szegedy et al., 2015) 등의 사전학습 모델이 널

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반 모델인 ViT(Vision in Transformer)(Dosovitskiy 

et al., 2021)는 다른 모델들보다 더 낮은 사전학습 

비용으로 SOTA를 달성기도 하였다. 

딥 러닝 기반 이상 탐지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

이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사전학습된 ViT 모델과 Teacher-Student 

구조(Bergmann et al., 2020)를 복합적으로 사용하

여 이상을 탐지한 Transformaly(Cohen and Avidan, 

2021)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ViT Network에 

Self-Supervised Clustering(Ji et al., 2019)을 통해 

생성한 특징 벡터를 추가하여 학습하는 Psudo-Labels 

ViT(Cohen et al., 2021), 사전학습된 특징 정보들

을 데이터에 맞게 적응형으로 학습한 PANDA 

(Pre-trained Anomaly Detection Adaptation)(Reiss 

et al., 2021) 등 사전학습된 특징 벡터에 새롭게 학

습한 정보들을 추가하여 재 학습하는 방식의 연구

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2.2. 이미지 캡셔닝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MS COCO(Lin et al., 

2014) Challenge와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Russakovsky et al., 

2015)라는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인공 신경망 모델인 CNN 

계열의 심층 신경망을 구현하여 만든 다양한 모델

들이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객체 인식

(Object Recognition), 그리고 이미지 분할(Image 

Segmentation) 등 이미지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성

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지를 이해하려

는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표현하는 이미지 캡셔닝(Image Captioning) 

기술이 등장하였다(Xu et al., 2015). 이미지 캡셔닝

은 이미지에 나타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캡션으

로 생성하는 딥 러닝 기술이며, 의학, 교육, 건설, 

그리고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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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ference Process of Image Captioning

다. 기본적인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CNN과 LSTM

을 연결한 인코더-디코더 형태로 구성되며, 인코더

인 CNN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디

코더인 LSTM은 인코더에서 추출한 특징 벡터와 

캡션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캡션을 생성한다. 모델

의 학습 과정은 <Figure 4>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와 캡션이 모두 입력으로 

사용되며, 이미지는 CNN을 통해서 특징 벡터로 압

축되고 이 벡터는 디코더 LSTM의 초기 입력 값으

로 사용된다. 이와 동시에 캡션은 토크나이징

(Tokenizing)을 통해 단어들로 분절되고, 각 단어들

은 임베딩을 거쳐 순서대로 LSTM의 입력으로 사

용된다. 다음으로 LSTM과 Softmax를 통해 입력으

로 사용된 단어 이후에 출현할 단어의 확률 분포가 

출력되고, 실제 캡션의 정답과 이 확률 분포의 차이

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한편 추론 단계에서는 학습과 달리 캡션이 없는 

이미지가 입력으로 제공되며, 모델은 CNN을 통해 

인코딩된 이미지 벡터를 사용하여 캡션을 생성한

다. 추론의 구체적인 과정은 <Figure 5>를 통해 설

명 가능하다. 

인코딩된 이미지 벡터는 학습 시에 사용된 <start> 

토큰과 함께 디코더 LSTM의 입력으로 제공된다. 

LSTM의 출력 값에 Softmax를 적용하고, 가장 높

은 값에 해당하는 단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단어

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어(Generated Word)는 다

음 LSTM의 입력으로 사용되고, 이러한 과정은 

<end> 토큰을 만날 때까지 반복된다. 반복 과정을 

통해 출력된 생성어를 모두 조합한 문자열이 입력

으로 사용된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이 된다.

한편 이미지를 더욱 잘 이해하여 이미지 캡셔닝

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가 <Figure 6>에 소개

되어 있다.

우선 이미지 캡셔닝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로 

NIC(Neural Image Caption) 구조에 어텐션(Attention) 

개념을 추가한 모델을 들 수 있다. 어텐션 기반 이

미지 캡셔닝(Xu et al., 2015)은 각 단어들이 이미지

의 어떠한 부분에 더욱 집중하여 생성되었는지를 

학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모델이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캡션을 생성한 것인지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a)>는 어텐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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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jor Researches in the Field of Image Captioning

이미지 캡셔닝의 예로, 밑줄로 강조된 단어를 생성

하기 위해 모델이 이미지의 어떠한 부분에 집중했

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이미지 

캡셔닝은 이미지 하나에 대해 단 하나의 캡션만을 

생성하였는데, 이와 달리 이미지에 존재하는 다양

한 객체들에 대해 동시에 캡션을 생성하는 Dense 

Captioning(Justin et al., 2016)에 대한 연구도 수행

되었다. <Figure 6(b)>는 Dense Captioning의 예시

로, 복수의 객체들을 인식하여 각각에 대한 캡션을 

생성하였다. 최근에는 상세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미지에 나타

난 텍스트 정보를 파악하여 그룹화하고 이를 기반으

로 캡션을 생성하는 Text-based Image Captioning 

(Xu et al., 2021) 모델이 연구되었다. <Figure 6(c)>

는 이미지에 나타난 텍스트와 그 위치를 기반으로 

캡션을 생성한 예시이다. 

3. 제안 방법론

3.1.  제안 방법론 개요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객체 인식 사전학습뿐 아

니라 이미지 캡셔닝을 활용한 상황 사전학습을 동

시에 활용하는 2단계 사전학습 방법론을 제안한

다. 제안 방법론의 전체적인 과정은 <Figure 7>과 

같다.

제안 방법론은 두 단계로 사전학습을 진행하는 

Phase 1, 그리고 사전학습을 마친 모델에서 상황 특

질을 학습한 가중치를 추출하고 이를 대용량 사전

학습 모델과 결합하여 미세 조정을 수행하는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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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verview of the Proposed Model

2, 그리고 캡션과 상황 값 없이 새롭게 주어진 이미

지 데이터에 대해 상황 추론을 진행하는 Phase 3으

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Phase 1에서는 이상 상황 

탐지를 위한 데이터 셋을 구축한 후 대용량 데이터

로 사전학습이 이루어진 모델을 불러오고(①), 이 

사전학습 모델을 이미지 캡셔닝 인코더 모델에 전

이하여 캡션 정보가 반영된 상황 특질을 학습한다

(②). 이후 Phase 2에서는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인

코더에서 상황 특질을 학습한 가중치를 추출하고

(③), ①에서 불러온 사전학습 모델과 ③에서 추출

한 가중치를 결합한다(④). 다음으로 상황 탐지 태

스크를 수행하여 ④의 사전학습 모델에 대한 미세 

조정을 통해 이상 상황 탐지 모델을 생성한다(⑤). 

Phase 3에서는 새로 주어진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⑤의 이상 상황 탐지 모델을 적용하여 이미지가 나

타내는 이상 상황을 추론한다(⑥).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객체 특질과 상황 특질을 사전

에 학습한 이상 상황 탐지 모델을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이후 절에서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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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amples of PASCAL and ImageNet Data Set 
(Russakovsky et al., 2015)

3.2. 이미지 분류 사 학습 모델

본 절에서는 Phase 1의 2단계 사전학습 단계 중 

첫 번째 사전학습 단계로, 대용량 데이터 셋과 이 

데이터 셋으로 클래스 분류를 학습한 모델을 소개

한다. 이미지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셋은 

대표적으로 MNIST, CIFAR-10, 그리고 ImageNet

의 3가지가 있으며, 특히 ImageNet 데이터 셋은 

1,400만 장의 이미지에 대한 객체의 라벨링이 세부

적으로 제공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Figure). 

ImageNet 데이터 셋의 모든 이미지는 1,000개의 

클래스로 라벨링이 되어 있으며 클래스의 예로는 

roses, sunflowers, flamingo, goldfish, 그리고 kite 

등이 있다. 사전학습 모델은 CNN 모델이 대용량 

데이터로 분류 학습을 완료한 모델을 말하며, 분류

하고자 하는 객체의 개수에 해당하는 노드를 가진 

완전 연결 계층(Fully-connected Layer)을 모델의 

마지막에 쌓는 구조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ImageNet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클래스 분류를 학

습한 Inception V3 모델을 첫 번째 단계의 사전학습 

모델로 사용한다. 

Inception V3 모델은 하나의 Convolution을 여러 

개로 분해하여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감소시키고 

보조 분류기를 활용하여 정규화 효과를 추가한 구

조로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전학습 모델과 

마찬가지로 해당 모델 또한 모델의 마지막에 완전 

연결 계층과 Softmax 층을 두고 분류 학습을 수행

한다. Inception V3 모델의 구체적인 추론 과정은 

<Figure 9>의 예로 확인해 볼 수 있다. 

Inception V3 모델에 ImageNet 데이터 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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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ference Process of Inception V3 Model

“flamingo” 이미지가 입력되면, 해당 이미지는 여러 

개의 Convolution Layer을 거치면서 특질이 추출되

고 최종적으로 완전 연결 계층에 도달하게 된다. 

ImageNet 데이터 셋은 1,00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 연결 계층 역시 1,000개의 노드를 

가지며, 이들 노드가 나타내는 각 값들에 대해 

Softmax를 취하면 <Figure 9>의 Softmax Layer와 

같이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이 나타난다. 그중 

Class No 1. “flamingo”에 해당하는 값이 0.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우 해당 이미지는 

“flamingo”로 분류된다. 이렇게 객체 분류 학습을 

완료한 모델에서 완전 연결 계층과 Softmax Layer

을 제거하여 이후 태스크에 사전학습 모델로 사용

한다.

3.3. 어텐션 기반 이미지 캡셔닝 학습

본 절에서는 Phase 1의 2단계 사전학습 단계 중 

두 번째 사전학습 단계로, 첫 번째 사전학습 단계에

서 생성된 사전학습 모델을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인코더에 전이하여 상황 특질을 학습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인코더의 앞 부분

은 사전학습 모델에서 완전 연결 계층과 Softmax 

Layer를 제거한 것이고, 뒷 부분은 캡션 정보를 통

해 상황 특질을 학습하기 위해 쌓은 층이다. 이러한 

인코더를 통해 이미지의 특징 정보가 추출되고, 

추출된 특징 정보는 디코더에서 캡션 정보와 함께 

사용된다. 이후 어텐션이 적용된 LSTM에서는 해

당 순서에 맞는 캡션을 출력하기 위해 이미지의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모델

의 구체적인 동작 과정은 <Figure 10>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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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xample of Attention-Based Image Captioning

가능하다. 

예시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뒤집혀 있는 차량의 

내부를 한 사람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며, 

해당 이미지의 캡션은 “A vehicle is damaged”로 

주어져 있다. 인코더는 입력 이미지를 3가지 색상

(빨강, 파랑, 초록)으로 구성된 3차원의 데이터로 표

현하고, 이를 CNN 모델을 통해 특질 정보로 압축

한다(①). 추출된 이미지의 특질 정보와 캡션이 디

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학습이 진행되는데(②), 

LSTM의 첫 번째 입력으로는 ‘A’와 인코더를 통해 

추출된 이미지의 특질 정보가 사용된다. 이 단계에

서 어텐션은 ‘A’를 출력하기 위해 이미지의 어떤 

영역을 집중하여 살펴야 하는지를 학습하고, 생성

한 캡션과 정답인 ‘A’를 비교하며 모델의 가중치를 

갱신한다. 디코더의 첫 번째 이미지에서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실제로 모델이 ‘A’라는 단어를 

출력할 때 집중한 부분을 나타낸다. 다음 순서의 

LSTM은 이미지의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여 

“vehicle”을 출력할 것인지를 학습하며, 이러한 학

습의 결과로 실제 모델이 “vehicle”을 출력하기 위

해서 집중한 부분을 두 번째 이미지의 흰색 음영으

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은 이미지

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여 캡션을 출력하도록 학습

하고, 이미지의 특질을 추출하는 인코더는 디코더

에서 캡션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정보를 추

출하는 학습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

으로 Phase 1의 2단계 사전학습이 모두 완료된다.

3.4. 상황 분류 임 생성  미세 조정

본 절에서는 Phase 1에서 2단계 사전학습이 완료

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인코더에서 상황 특질을 

학습한 가중치를 추출한 후 이를 1단계 사전학습 

모델과 결합하여 상황 분류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

에 대한 미세 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Figure 11). 

<Figure 11>에서 ‘A’는 Phase 1의 대용량 데이

터 기반 사전학습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을, ‘B’는 

상황 학습이 이루어진 모델의 가중치를 추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C’는 앞의 ‘A’와 ‘B’에 이상 상황 

분류를 위한 층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상황 분류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ure 11>

에서 1단계 사전학습에서는 “Vehicle”과 같은 객체 

자체의 특질을 학습하고, 2단계 사전학습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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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ntext Classification Frame Composition and Fine-Tuning

<Figure 12> Inference Process of the Proposed Model

캡셔닝에서는 “A vehicle was crashed”와 같이 이

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을 통해 상황 특질을 학습한

다. 이후 상황 특질 학습을 위해 이미지 캡셔닝 모

델에 추가한 Context Layer를 이미지 캡셔닝 모델

의 인코더에서 추출하고, 이를 Classification Layer

를 제거한 1단계 사전학습 모델과 결합한다. 마지막

으로 이상 상황 탐지를 위한 Classification Layer를 

추가하여, 입력 이미지에 포함된 이상 상황을 탐지

하는 학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객체의 

특질뿐 아니라 상황의 특질에 대해서도 함께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 이상 상황 탐지 모델이 생성된다.

3.5. 이상 상황 탐지 추론

본 절에서는 제안 방법론을 통해 생성된 이상 상

황 탐지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 생성 단계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 상황을 추론

하는 단계인 Phase 3를 간략히 소개한다.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되면 CNN 모델이 우선 이미지 내 객체

들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후 Context Layer에서 객

체들 간의 상황 특질을 추출한다(Figure 12). 이를 

통해 이미지는 특질 벡터로 표현되며, 이 벡터는 다

시 분류 층에 주입된다. 분류 층은 추론 결과로 해

당 이미지가 정상일 확률과 이상일 확률을 각각 산

출하고, 이들 값 중 더 큰 값을 갖는 라벨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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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Image Caption

Train Validation Test Train Validation Test

Abnormal 100 50 50 500 250 250

Normal 100 50 50 500 250 250

<Table 1> Experimental Data Set

Model Total Parameters Trainable   Parameters

Traditional Pre-trained (A) 21,933,857 131,073

Dense Layer Added (B) 22,343,713 540,929

Proposed Model (C) 22,343,713 16,385

<Table 2> # of Parameters for Each Model

Software Environment

Hardware

CPU 8 core

GPU Tesla V100*2ea

Memory 60GB

Language Python 3.7 Version

Deep Learning framework
Tensorflow gpu - 2.3.0

Pytorch 1.7.1+cu101

<Table 3> Experimental Environments

이미지에 대한 탐지 결과로 도출된다.

4. 실험

4.1. 실험 개요

본 장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실험 

데이터는 직접 구축하였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구

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실험에서는 제안 모델의 상대적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두 개의 비교 모델을 설정하였다(Figure 

13). 우선 비교 모델 A는 전통적인 사전학습 모델

을 사용하여 이상 상황 탐지를 수행하는 경우를 나

타낸다. 또한 제안 모델 C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2단계 사전학습 방법론이다. 제안 모델 C는 비교 

모델 A에 비해 하나의 층을 추가로 갖게 되며, 이 

층은 상황 특질을 학습한 결과를 반영한다. 실험 결

과로 제안 모델 C의 성능이 비교 모델 A에 비해 우

수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러한 성능 개선

의 결과가 과연 제안 모델이 상황 특질을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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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ree Experimental Models

학습한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하나

의 층을 더 갖기 때문에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것인

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성능 개선의 원인을 보

다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교 모델 A에 하나의 

층을 추가하여 제안 모델 C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끔 비교 모델 B를 설계하였다. 즉 비교 모델 B는 

제안 모델 C와 동일한 구조, 그리고 동일한 파라미

터 수를 갖지만, 비교 모델 B에서 추가된 층은 제안 

모델 C와 달리 별도의 상황 특질 학습을 반영하지 

않는다. 세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Table 2>에 요

약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의 세 모델에 대한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HPC) 환경은 <Table 3>과 같다.

4.2. 실험 데이터 구축

본 실험에서는 이상 상황 탐지 모델의 학습 및 

추론을 위해, 특정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를 

직접 촬영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캡션도 직접 작성하여 실험 데이터 셋을 구축

하였다. 전체 데이터 셋은 이미지 총 400장, 캡션 

총 2,000개로 구성된다. 이미지 400장은 정상 상황 

200장, 사고 상황 200장으로 구성되며 객체 정보만

으로는 상황을 구별할 수 없도록 사람과 자동차가 

모든 이미지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캡션은 각 이미

지별로 5개씩 영어로 작성하였으며 ‘police officer’, 

‘firefighter’ 등과 같이 객체만으로 사고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person’으로 대체하였다. 

<Figure 14>는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 셋의 일부를 

예로 보이고 있다. 각 이미지에는 5개의 캡션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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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Abnormal

There are people and 
vehicles on the road

There is a man standing 
behind the car

A vehicle is damaged
Person is opening the door 

of crushed truck

There are cars parked next 
to people

Two people are looking at 
the cars

A trailer collided with a 
vehicle

There is an overturned 
vehicle on the road

People are crossing 
sidewalk in front of cars

There are several cars 
parked near people

People are looking at 
crushed vehicles

Person is standing next to 
the crushed vehicle

<Figure 14> Images and Captions of Normal/Abnormal Labels

여되어 있으나, <Figure 14>는 편의상 각 이미지별

로 하나의 캡션만을 보인다.

4.3. 2단계 사 학습 모델 구

제안 모델은 ImageNet 데이터로 분류 학습한 

Inception V3 모델을 1단계 사전학습 모델로 사용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통해 해당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하였다. 라이브러

리를 통해 제공된 모델에서 클래스 분류 층을 제거

하고, 이를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인코더에 전이한 

후 상황 특질 학습을 위해 완전 연결 계층을 추가하

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BLEU-4 Score가 0.2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을 처음 제안한 논문

(Xu et al., 2015)에서 제시한 모델의 성능과 유사한 

수치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이미지 캡셔닝 학

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습이 완료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인코더에서 

상황 특질을 위해 추가한 완전 연결 계층을 추출한 

2단계 사전학습 모델은 총 256개의 노드와 5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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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Internal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Model

Mod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Traditional Pre-trained (A) 0.86 1 0.72 0.83

Dense Layer Added (B) 0.88 0.85 0.92 0.88

Proposed Model (C) 0.92 1 0.84 0.91

<Table 4> Performance Evaluation

Predicted

Traditional Pre-trained   (A) Dense Layer Added (B)
Proposed Model 

(C)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Actual
Positive 36 14 46 4 42 8

Negative 0 50 8 42 0 50

<Table 5> Confusion Matrix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이들 파라미터는 이후 미

세 조정 과정에서 가중치가 갱신되지 않고 동결된

다. 다음으로 이 모델과 1단계 사전학습 모델로 사

용한 Inception V3모델의 결합이 이루어지며, 결합 

과정에서 연결 부분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 

Reshape 층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제안 방

법론의 내부 구조는 <Figure 15>와 같다. 구체적으

로 제안 방법론은 데이터의 입력과 전처리를 위한 

층(①, ②), 1단계 사전학습한 모델 Inception V3

을 반영하기 위한 층(③), Reshape를 위한 층(④), 

상황 특질 학습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층(⑤), 그

리고 분류를 위한 Flatten Layer(⑥)와 완전 연결 

계층(Dense Layer) (⑦) 이 순차 연결된 구조로 구

현된다.

4.4. 이상 탐지 정확도 평가

본 절에서는 제안 모델 C와 비교 모델 A, B의 이

상 탐지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각 모델은 

<Table 1>에 요약된 바와 같이 각각 200장의 이미

지를 Training에, 100장의 이미지를 Validation에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100장의 이미

지를 사용하여 Test를 수행하였다. 또한 모델의 과

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Early Stopping을 사용하였

다. 이상 탐지 성능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요약

되어 있다. 

먼저 전통적인 사전학습 방식을 적용한 비교 모

델 A와 B의 경우, 비교 모델 B가 비교 모델 A에 

비해 정확도(Accuracy)는 소폭 상승하고 재현율

(Recall)은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비교 모델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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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erformance Comparison (Accuracy & F1-Score)

구성하기 위해 추가한 완전 연결 계층이 성능 향상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정밀도(Precision)는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비교 모델 A, B와 제안 모델 C의 혼동 

행렬인 <Table 5>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로 본 실

험에서 양성(Positive)는 이상을, 음성(Negative)는 

정상을 나타낸다. 혼동 행렬 분석 결과 비교 모델 B

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이상을 매우 공격적으로 예

측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위양성(False Positive)가 8

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재현율과 정밀도는 Trade-off 

관계이기 때문에 두 지표를 모두 고려한 F1-Score

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각 모델들의 정확도와 F1-Score를 통해 

모델의 우수성을 판단한 결과 제안 방법론이 두 가

지 척도 모든 측면에서 다른 두 비교 모델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Figure 

16>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요약하

면 제안 모델은 이미지 캡셔닝을 활용하여 상황 정

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정확

도 및 F1-Score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

인하였다. 

5. 결론

이미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딥 러닝 분석은 

대부분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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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들 전통적인 사전학습 모델은 대부분 

이미지의 객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학습을 통해 

구축된다. 하지만 교통사고 상황과 같이 다양한 객

체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내는 복잡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단순히 객체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객

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사

전학습 모델을 이상 상황 탐지에 곧바로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객체 특질 학습에 추가하여 상황 특질을 학습하

는 2단계 사전학습 모델 구축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직접 구축한 데이터 셋인 상황 이미지 200장

에 대한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론이 이상 상황 탐지

의 정확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에 나타난 상황 특질을 이

해하기 위해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인코더를 활용

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제안 방법론은 객체 인식을 기반으로 이미지

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복잡한 판단을 내려

야 하는 다양한 응용에서 기존의 단순 객체 인식 기

반 사전학습 모델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것

으로 기대하며, 전통적인 객체 인식 응용에 있어서

도 제안 방법론은 객체 인식에 주변의 상황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 데이터 셋을 직

접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제한적인 이미

지에 대한 실험만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제 상황에

서 사고 상황 데이터가 정상 상황 데이터보다 현저

히 적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고 상

황과 정상 상황이 비율을 동일하게 맞춘 데이터셋

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주제의 방대한 이미지에 대해, 이상 상황 데

이터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황 특질을 위해 추

가하는 층의 개수 변화, 대용량 사전학습 모델의 가

중치 동결 및 해제 여부, 그리고 그 외의 학습 파라

미터 조절 등을 통해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더욱 향

상 및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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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omaly Detection Methodology Based on 

Multimodal Deep Learning
1)

DongHoon Lee*ㆍNamgyu Kim**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ing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the cloud 

environment, deep learning technology has developed, and attempts to apply deep learning to various fields 

are increasing. A typical example is anomaly detection, which is a technique for identifying values or 

patterns that deviate from normal data. Among the representative types of anomaly detectio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ct a contextual anomaly that requires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situation. In general, 

detection of anomalies in image data is performed using a pre-trained model trained on large data. 

However, since this pre-trained model was created by focusing on object classification of images, there 

is a limit to be applied to anomaly detection that needs to understand complex situations created by various 

objec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newly propose a two-step pre-trained model for detecting abnormal 

situation. Our methodology performs additional learning from image captioning to understand not only mere 

objects but also the complicated situation created by them. Specifically, the proposed methodology transfers 

knowledge of the pre-trained model that has learned object classification with ImageNet data to the image 

captioning model, and uses the caption that describes the situation represented by the image. Afterwards, 

the weight obtained by learning the situat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images and captions is extracted and 

fine-tuning is performed to generate an anomaly detection model.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ology, an anomaly detection experiment was performed on 400 situational images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superior in terms of anomaly detection 

accuracy and F1-score compared to the existing traditional pre-train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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