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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Rank-Sparsity 기반 신호처리기법

요 약 

주성분 분석 기법(PCA)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차원 

감소 (dimensionality reduction)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데이터에 이상점 (outlier)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성능이 크

게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Rank-Sparsity(Robust 

PCA) 기법은 주어진 행렬을 low-rank 행렬과 저밀도 

(sparse)행렬의 합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이상점이 많은 환경

에서 PCA기법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알

려져 있다. 본 고에서는 RPCA 기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의 

적용분야, 및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들을 대해서 알아본다. 

Ⅰ. 서 론 

데이터 수집 능력의 진보와 데이터 저장 용량의 증대로 인해, 

정보 처리 능력의 과부하 문제가 과학 및 공학의 전 영역에 걸

쳐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공학, 우주 과학, 생명 과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수집되고 있는 관측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IDC에 따르면, 2003년까지 인류에 의해 

생성된 총 데이터량은 5 exabyte (1018) 인 반면, 2020년까지 

생성될 데이터의 총 량은 40 zettabyte (1021)에 달할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그림1>. 

이와 같이 범람하는 데이터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

도는 빅데이터(big data)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도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비즈니스 인텔

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도는 있었지만, 단순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 아닌 유의미한 정

보를 부가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시도는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재부상하였다. 멕킨지가 빅데이터의 개념을 “전통적인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로는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운 정도

의 큰 규모의 데이터”로 정의할 만큼 비교적 작은 양의 데이터

들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데이터 분석 기법 및 알고

리즘으로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빅데이터 처리 기법에 대한 관

심을 증폭시킨다. 

데이터 분석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변수 (latent variable)들을 추출하는 차원 감소 기법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주성분 분석 기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이 가장 널리 쓰인다. PCA 기법은 평균-제곱 

에러(mean-square error) 최소화 측면에서 최적의 성능을 가

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관측된 데이터에 크게 훼손된 일부의 

성분, 즉 이상점(outliers)들이 존재할 때, 성능이 크게 저하되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상점이 많은 

환경에서도 강건하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Robust 

PCA 기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2장에서 RPCA를 이해하기 위

한 배경지식으로써 차원 감소 기법과 PCA 기법에 대해 설명하

며, 3장에서 RPCA 기법을 소개하고 수학적으로 기술한다. 4장

에서는 그의 실제 적용 분야들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RPCA 

기법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그 알고리즘들을 간략

하게 소개한다. 6장에서는 RPCA 기법의 실시간 사용을 위한 

projection-based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Ⅱ. 배경 지식  

Ⅱ.1. 차원 감소 기법

기존 데이터 분석 기법들의 실패의 원인을 “빅(Big)”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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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의 급속한 증가 (출처 : IDC)



즉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차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표현

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차원 (dimension)이란, 어떤 한 

데이터를 관측하고, 측정하는데 사용된 변수의 개수를 뜻한다. 

예를 들면, 어떤 영역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쓰인 온도 센서의 

수, 촬영된 영상의 픽셀 수 및 프레임 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데이터를 나타내는 변수의 수, 즉 차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나

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거대한 숫자의 모든 변

수들이 다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비교적 의미 있는 

변수들이 있는 반면, 어떤 변수들은 설사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데이터의 본질을 거의 해치지 않는 변수들일 수 있다. 물

론, 더 높은 차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욱 정확한 분석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3], 데이터의 차원을 

감소시켜 데이터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하면서도 유의미한 정보

를 추출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차원 감소 기법 (dimensionality reduction)은 어떤 시스템

을 기술하는데 있어 필요한 (확률) 변수들 중 의미 있는 변수들

만을 뽑아냄으로써, 데이터의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데

이터 해석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기법으로서, 거대한 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인 용어로 이 문제를 표현해 보자. 데이터의 차원

을  라고 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차원의 벡터 확률 변수 

라고 나타내자. 어떤 주어진 기준에 의해 원

래의 데이터의 특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x 를 더 낮은 차원의 벡

터  (여기서, )로 변환하는 것이 문제의 

목표이다. x에서 s로의 변환을  라고 했을 때(즉, 

), 가 선형(linear)인 경우와 비선형(nonlinear)의 두 가지로 

차원 감소 기법을 분류할 수 있다. 선형 기법은 벡터   의 각

각의 성분들은  개의   벡터의 성분들의 선형 조합(linear 

combination)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여기서,  는   크기의 계수 행렬이다.  p × 1 길이의 데

이터 벡터가 총 n 개가 있어 이들을 모아  p × n 행렬을 만든 것

을   라고 하면, 이들을 한꺼번에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의 각 열은 각 데이터벡터를 차원 

감소한 결과 벡터들을 말한다. 

선형 기법의 경우 비선형 기법에 비해 간단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에 용이하다. 선형 차원 감소 기법의 성능은 당

연히 적절한  행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 절에서는 

최적의 선형 차원 감소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주성분 분석기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에 대해 살펴본다.

Ⅱ.2. 주성분 분석 기법 (PCA)

주성분 분석 기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은 차원 감소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데이터 분석 기법 혹은 

통계학적 기법으로, 평균-제곱 에러 (mean-square error, 

MSE)를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최적의 성능을 가지는 선형 차

원 감소 기법이다[4,5].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 PCA는 

원래의 데이터 벡터  의 성분들의 가능한 선형조합  들 중 

분산이 최대가 되는 계수 벡터  를 찾는다. 여기서 계수 벡터 

 는 방향 성분만을 가지며, 크기는 1로 정규화된다. 이를 수식

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을 첫 번째 계수 벡터,  를 첫 번째 주

성분 (principal component, PC)라고 부른다. 두 번째 계

수 벡터  는 처음에 선택된  과 직교하는  

벡터들 중  가 가장 최대가 되는 벡터를 선택함

으로써 정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k번째 계수 벡터는 앞

서 뽑힌  과 직교하는 벡터들 중  

가 최대가 되는 벡터가 선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개

의 벡터   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

며, 이렇게 선택된 벡터들을 행벡터로 갖는   행렬  

 을 만들 수 있으며, 총  개의 주성분 

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은 데이터 벡터 x  를 행렬 로 특정 지어지는 선

형 변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변환을 카후넨-뢰브 변

환 (Karhunen-Loeve transform, KLT) 또는 호텔링 변환 

(Hotelling transform)이라고 하며, 주성분 분석 기법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여기서, 앞서 설명한 계수 벡터   를 뽑

는 과정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주성분   는 순서대로 

중요한 성분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의 주성분 중   

개를 선택하여   차원의 벡터   를 만들면 주요

한 성분들만 뽑아 차원 감소를 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Ⅱ.2. 주성분의 Low-rank matrix 형태 표현

앞서 설명하였듯이, 데이터벡터   개를 모아    행렬  

 로 나타내었다고 가정해보자. 카후넨 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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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을 거치면, 다음과같이 주성분 벡터 행렬   를 얻는다.

행렬   는 직교 정규화 행렬이므로, 

를 만족하며, 다음 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는   의 첫   개의 행만을 가지는 행렬, 

 는 아래의   개의 행만을 가지는 행렬을 뜻하고,  

 는   개의 주성분만을 모아 만든 주성분 벡터 행렬이고,  

 은 나머지   개의 주성분을 가진 행렬이다. 위 식

에서   는 원래의 데이터 행렬을   개의 주성분 

벡터로 사영한 데이터로 볼 수 있으며, 이 행렬은 크기는   

이지만   의 rank를 가지고 있는 행렬이다. 이 행렬   는 다음

과 같은 놈(norm) 최소화 문제의 해가 됨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는 Frobenius norm의 제곱으로, 행렬의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을 뜻하며, 즉,   이   의 추정 값이라면,  

 는 평균 제곱 에러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은 

rank가   이하인 행렬, 즉   개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

렬들 중 원래 행렬   와 평균 제곱 에러 관점에서 가장 비슷한 

행렬이다.

Ⅲ. Robus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Ⅲ.1. 주성분 분석 기법(PCA)의 문제점

앞 절에서, PCA는 선형 차원 감소기법 중에 평균-제곱 에러 

최소화의 관점에서 가장 최적인 방식임을 논하였다. 하지만 이

는 데이터 행렬   의 모든 원소가 큰 오차 없이 관측되었을 때

에 국한된 결과이며, 실제 많은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의 고장, 일시적인 손상 등에 의해 많은 다른 원소들은 제

대로 관측되었지만,   의 일부 원소들이 완전히 관측되지 못

하거나, 큰 값의 오차들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크게 훼손되거나 관측되지 못한 불완전한 원소들을 이상점

(outlier)이라고 부르는데, PCA는 작은 크기의 에러들이 데이

터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이상점들이 곳

곳에 분포되어있는 경우에 굉장히 큰 성능 하락을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를 수식적으로 표현해보자. 관측된 행렬   는 데이터 행렬 

 와 에러 행렬   의 합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 행렬이 적은 개수의 주성분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을 낮은 rank를 가지는 행렬이라고 근사할 수 

있다. 이제 에러 행렬   를 특정짓는 두 가지의 척도를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로, 에러의 평균 제곱 에러를 뜻한다. 이

는 데이터 전체의 성분을 따라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손실이 일

어났는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척도는 에러 행렬의   norm인  

 로, 에러 행렬의 성분들 중 0이 아닌 성분들의 총 수를 의

미한다. 이 값은 손상된 성분의 수에는 비례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손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반영하지 않는다. PCA

는 평균 제곱 에러를 나타내는   가 가장 낮은 해를 구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데이터의 일부만 손상되어   은 

적지만   가 큰 상황에서는 좋은 예를 구할 수 없다. 이러

한 이상점들이 많은 경우에도 잘 작동하는 PCA 기법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 연구되고 있지만[5-9], 충분히 넓은 실용

적인 조건하에서 적용할 수 없고, 데이터 크기에 지수적으로 증

가하는 높은 복잡도를 및 에러 성능 등의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Ⅲ.2. Robust PCA (RPCA)

앞서 설명한 수식적 표현에 따르면, 관측된 행렬   는 실제 

데이터 행렬   와 에러 행렬   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데이터가 이미 아주 적은 수의 주성분의 조합으로 이

루어져있다고 가정하면, 데이터 행렬   는 rank가 아주 낮다

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관측의 과정에서 일부 원소들만 손상

되었고, 대부분의 원소는 아주 정확히 측정된되어, 에러 행렬   

는 거의 모든 수의 성분이 0이고, 일부의 성분들만 0이 아닌 저

밀도(sparse)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해보자. 즉 관측행렬   

는 low-rank 행렬과 sparse 행렬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고 가

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생각해보자.

어떤 low rank 행렬   와 저밀도 행렬   의 합으로 이루

어진   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는 미리 정해진 상수이며,  은 nuclear norm

으로 행렬   의 모든 특이값(singular value)들의 합이며,  

 은 -norm으로 행렬   의 모든 원소의 절대값들의 합

이다. 우린 두 가지의 의문을 던질 수 있다. 

(1)  위의 최적화 문제의 답을 실용적인 방식으로 구해낼 수 있

는가?

(2)  구할 수 있다면, 그 답   와   은 유일한가? 그리고 , 

 를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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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Candes 등은, 행렬의 크기가 커질 때, 특정 타당한 

조건 하에서 (2)의 조건과 같이 유일하며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1에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1]. 즉, 이 결과

를 앞서 언급한 이상점이 있는 조건 하에서의 주성분 분석의 문

제에 적용해 보면,   데이터 행렬 의 rank가 충분히 낮고, 에

러 행렬   가 충분히 저밀도의 특성을 갖는다면, 이 둘의 합 

 만 관측되어 알고 있더라도 두 행렬   와   를 

완벽히 분해하여 각각을 복구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1)의 조건과 같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실용적

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아무리 이 문제가 

유일하며 정확한 해를 갖더라도, 이 해를 구하는 데에 아주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2]에서는 

이 최적화 문제에 PCP (Principal component pursuit)라고 이

름붙이고, PCP를 convex 최적화 문제의 유형 중 하나인 SDP 

(semi-definite programming)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Convex 최적화는 최적화 문제의 한 예로, 국

소해 (local minimizer)가 일반해 (global minimizer)와 같다는 

특성을 가져, 문제의 해결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interior point 방식과 같은 범용적인 convex solver들

로는 여전히 높은 복잡도를 가지므로, PCP 문제에 최적화된 저

복잡도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PCP 문제의 실용적인 구현 알고리즘들에 대한 논의

는 5장에서 계속한다.

다음 절에서는 PCP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

펴본다.

Ⅲ.3. rank-sparsity incoherence conditions

 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의 rank가 아주 

적다는 조건과   의 0이 아닌 원소가 아주 작다는 조건만으로

는 PCP 문제에 의해 올바른 해가 구해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실패는 두 가지 상황에서 일어난다.

(1)  가 너무 sparse한 경우 

  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은 i번째 성분

만 1이고 나머지 성분은 0인 단위벡터를 뜻한다. 이 경우, X는 

1행 1열의 성분만 1이며, 나머지 성분은 모두 0인 행렬로, 동

시에 low-rank이면서 sparse한 성질을 가진다. 이 경우 당연

히   과   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L의 열공간(column space)과 행공간(row 

space)가 모두 standard basis의 벡터들 즉   

과 비상관(incoherence)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고

려해야 한다. “비상관되었다”는 용어의 의미는, 열공간이나 행

공간 안의 임의의 벡터들을 잡았을 때, 그 벡터와 임의의   벡

터의 내적이 1에 비해 충분히 작은 값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그 벡터의 power가 소수의 성분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되

고, 전체 성분에 고르게 퍼져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만족

할 때, low-rank 행렬   는 sparse한 특성을 가지지 않게 된

다. 이 조건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행렬   의 rank가   이며,  일 때(특

이값 분해), 어떤 파라미터   에 대해 

  이고

(2)  의 rank가 너무 작은 경우

  의 0이 아닌 성분들이 소수의 행이나 소수의 열로 모여

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의 첫번째 행은 모

두 0이 아니고, 나머지 성분들은 다 0이라면, 이 행렬은 충분

히 0이 많은 저밀도 행렬이 되지만, 임의의 low-rank 행렬   

와  를 더해도 rank가 최대 1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  

 과   도 충분히 PCP의 해가 될 수 있다. 이

처럼   의 rank가 너무 작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 0이 

아닌 원소의 위치가 모든 위치에 대해 균일한 확률로 선택된다

(uniformly at random)고 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렬의 크기

가 커질수록  가 full rank가 될 확률이 1에 수렴하게 된다.

 

Ⅳ. Robust PCA의 적용분야 

본 절에서는 영상 데이터에서 전경(foreground, 영상에서 빠

르게 변화하는 의미 있는 부분)과 배경(background, 시간에 따

라 잘 변하지 않는 부분)의 분리, 얼굴 인식, 추천 알고리즘 등

과 같은robust PCA의 적용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Ⅳ.1. 영상에서의 전경과 배경의 분리

영상은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프레임

들은 대부분이 닮아있으며, 이들 간에는 커다란 상관관계

(correlation)가 존재한다. 각 프레임의 모든 픽셀의 데이터들

을 일렬로 세워 하나의 열 벡터로 만들고, 이를 모아 데이터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이 행렬에 Robust PCA를 적용하면 영

상에서 배경 (background) 성분이 low-rank 행렬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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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ground) 성분이 sparse 행렬로서 분해된다. 여기서 배경 

성분은 영상에서 시간에 따라 잘 변하지 않는 부분, 전경 성분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배경 성분

은 거의 모든 프레임에서 같은 값을 가지고, 밝기의 변화는 이 

low-rank 행렬 성분의 계수의 변화로 표현 가능하다. 또한 움

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를 뜻하는 전경 성분은 총 픽셀에서 일부

분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데이터 행렬에서 충분히 sparse하다

고 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2>의 예시를 통해 이러한 전배경 분해의 

과정을 살펴보자. <그림 2>의 (a)는 공항의 감시 카메라 영상

이고 해상도는 176144 픽셀이다. 또한 gray-scale 영상으로 

총 200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Robust PCA를 통

해 분해하고자 하는 행렬을   이라 하면,   

이 된다. 행렬   을 낮은 계수의 행렬   과 Sparse 행렬 

 로 분해한 결과를 각각 <그림 2>의 (b)와 (c)에서 확인 할 

수 있다. Robust PCA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Alternating 

minimization [10]를 이용하여 행렬  을 분해한 결과를 <그

림 2>의 (d)와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Robust PCA를 이용

한 결과인 <그림 1>의 (b), (c)가 배경 부분과 전경 부분을 완전

히 분해한 것에 비해, Alternating minimization을 통한 분해

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RPCA를 통한 이러한 영상 분석은 배경 성분을 특정 이미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성분의 조합인 low-rank 행

렬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명이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서도 적

용할 수 있으며, 여전히 좋은 분해 성능을 보인다[1]. 뿐만 아니

라, 잡음 신호나 오차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법들보다 우세한 성

능을 나타낸다.

Robust PCA에 요구되는 비용을 감소하고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압축 센싱 (Compressive sensing)을 도입하

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1]. 압축 센싱 기법을 도입하여 영상의 

일부분만으로도 성능의 저하 없이 행렬을 낮은 계수의 행렬과 

Sparse 행렬로 분해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Ⅳ.2. 얼굴 인식에의 응용

Robust PCA는 이미지나 영상 자료에서 물체 인식에도 응

용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의 왼쪽 그림은 얼굴 인식에 

Robust PCA 알고리즘을 사용한 예이다. 실제 얼굴 이미지는 

얼굴에 생기는 투영 그림자나 반사된 빛으로 인해 얼굴인식에 

있어 오차가 생긴다. 이러한 오차의 크기는 꽤 큼에도 불구하

고, 공간 도메인에서 sparse하기 때문에 똑같은 얼굴 이미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 Robust PCA를 통해 이러한 오차를 없앨 

수 있다.

Robust PCA를 통해 각 프레임을 하나의 열 벡터로 둠으로

써 얻어진 행렬을 low rank 행렬과 sparse 행렬로 분해 할 수 

있다. 여기서 sparse 행렬은 원래 이미지의 투영 그림자와 반

사된 빛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low rank 행렬에 해당된

다. 여기서 원래 이미지로부터 Robust PCA를 통해 각 프레임

들의 공통된 low rank 행렬을 추출함으로써 이미지 획득에서 

생기는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얼굴인식에 있

어서의 기술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조명변화가 있

는 환경에서 얼굴의 정렬 혹은 추출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은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 자료에 

Robust PCA를 적용한 예이다. 분해할 행렬 M (low-rank성분

과 sparse성분이 합쳐진 행렬)에 대한 관측이 완전하지 않거나, 

어떤 공간에 투영하는 경우, 또는 이미지가 선형변환 되었을 경

우에도 변형된 Robust PCA를 쓰면 low rank 행렬과 sparse 

행렬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13]. <그림 3>의 오른쪽 그림

은 어떤 이미지에서 특정한 물체가 늘어져 있거나 회전되어있

는 상황에서 원래의 texture를 구별해내는 예시를 보여준다. 사

람의 얼굴이나, 사람이 만든 물건과 같이 대칭성이나 규칙성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물체의 texture가 어떤 특정한 각도에 있을 

그림 2. 감시카메라 영상의 전배경 분리의 예 그림 3. Face recognition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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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주 작은 rank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이용하여, 어

떤 영상 자료나 이미지 자료에서 특정 물체를 구별하는 물체 인

식 알고리즘에 적용이 가능하다[12].

Ⅳ.3. Matrix completion과 추천 알고리즘

Matrix completion은 어떤 matrix의 일부 원소만을 알고 있

을 때, 나머지 부분을 예측하는 문제 및 그 해결 방법을 뜻한다. 

Matrix completion이 사용된 대표적 예로 Netflix사의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 [14] Netflix사의 사용자들이 많은 

영화들 중에 몇 개의 순위를 매기면, 그 사용자가 좋아할만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사용자들의 취향은 다양하

겠지만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예: 장르, 주연 배우 등) 은 

많지 않다. 즉 사용자들이 매긴 순위들의 정보는 연관성이 크므

로 Matrix completion 기법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요즘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에서 어떤 user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

를 분석하여 친구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적용해보는 것도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 분야에도 System identification, 

Sensor network, Global positioning 등에도 응용 가능하다.

Robust PCA 기법은 matrix completion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원소만 채워진 matrix를 PCP를 이용하여 분해

하면 비어있던 low-rank 성분을 채울 수 있다. 즉, matrix 

completion이 PCP를 통해 가능하다. PCP 알고리즘은 기존의 

convex solver를 이용한 방법보다 복잡도가 훨씬 작으며, 성능

의 하락도 거의 없다. 또한 다른 복잡도 감소를 시도한 알고리

즘들 보다 훨씬 robust한 성능을 보인다 [18]. 만약 matrix에 

영향을 미친 noise가 sparse하다면 robust PCA를 활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기대 할 수 있다.

Matrix completion은 Robust PCA 뿐만 아니라 여러 가

지 norm minimization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14]에서는 

matrix completion을 nuclear norm 최소화 이론에 기반하

여 복원에 필요한 최소 sampling 개수를 수학적으로 유도하였

으며, [15]에서는 이 결과를 관측 잡음을 고려하였을 경우로 발

전시켰다. [16] 에서는 [14][15]에서보다 계산복잡도를 낮추어 

massive data set에도 적용하기 유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matrix completion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7]

Ⅳ.3. Text data analysis

매우 많은 다양한 문서들이 주어졌을 경우 문서들에서 공동적

으로 사용되는 text부분과 각 문서 별로 다르게 사용된 부분을 

구분하게 되면 문서의 유사성이라든가 빅데이터의 공통적인 부

분을 찿아내는데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문서의 공통적인 부분은 low rank matrix(L)로 표현되고, 

다른 부분은 sparse matrix(S)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robust 

PCA 기법을 적용하여 주어진 빅데이터를 L과 S로 구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금융, 보험, 의료, SNS 데이터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Ⅴ. RPCA의 구현 알고리즘 

Ⅴ.1. Interior point 방법 [19]

기본적으로 RPCA 문제는 convex 문제 중 하나인 SDP 

(semi-definite programming)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interior point 방법과 같은 off-the-shelf, 즉 범용적인 

convex solver 및 SDP solver 등으로도 풀 수 있다. Interior 

point 방식은 적은 iteration으로 빠르게 최적해에 converge

하는 특징을 가지지만, PCP 문제에 적용되었을 경우 각각의 

iteration 단계에서의 계산량의 complexity가   에 비례하므

로 실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Ⅴ.2. Iterative thresholding 방법[20]

Interior Point 방법이 높은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목적 함수

(object function) 1차 정보만을 사용하는 first-order 알고리즘

들이 개발되었다. [20]에서는 각 iteration마다 singular value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감 (threshholding) 으로써 nuclear norm 최

소화를 수행하여 각 iteration이 차지하는 복잡도를 낮추는 방법

이 제시되었다.. Iterative Thresholding은 기존의 문제를 아래

와 같이 완화시켜 근사적인 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는 objective function의 perturb를 제한시켜주는 

상수이다.

Interior point기법에 비해 각 iteration 단계에서의 

complexity는 줄어들었지만, convergence rate가 너무 낮

아 해를 구하는데 많은 itera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 iterative 

thresholding 방식의 단점이다. 

Ⅴ.3. Accelerated Proximal Gradient 기법(APG) [21]

 [22]에서 proximal gradient 방식을 matrix comple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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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킨 APG (Accelerated Proximal Gradient) 방식이 제안

되었고, [21]에서 비슷한 알고리즘을 low-rank와 sparse 행렬 

분해에 이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수렴 속도가   으

로 iterative thresholding방법에 비해 50배 정도 향상되었다. 

Ⅴ.4. Augmented Lagrange Multiplier(ALM) 기법[23]

현재의 알고리즘 중 빠르고 정확하게 PCP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augmented Lagrange multiplier를 이용하는 방식

이 있다[23]. 다음의 augmented Lagrangian fucntion을 정

의하자.

여기서 행렬끼리의 Eucl idean inner product는 

 로 정의된다. 

이를 풀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아래와 같이 반

복적으로   를 최소화하는  과 , 를 update

하는 alternating directions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 중  를 계산할 때에 SVD를 수행하는데 이 때의 

계산량이   이고 iteration의 복잡도 중 큰 부분을 차지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복잡도가 낮고, 수렴 속도 또한 빠르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었다. 

Ⅵ. Projection based online RPCA

기본적인 RPCA 알고리즘들은 하나의 행렬을 input으로 받

아 실행되는 형태이다. 시간이 감에 따라 데이터 벡터가 추가

되어 행렬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경우, 크기가 커진 행렬

에 대해 행렬의 분해를 계속 수행해야 하므로 복잡도가 증가하

게 되며, 중복된 연산을 어느 정도 반복하게 된다. 이번 장에서

는 [24]에서 제안된 projection에 기반한 online RPCA 알고리

즘을 소개한다. 

Ⅵ.1. 기존 알고리즘의 속도

우선 기존 Robust PCA 알고리즘의 속도를 분석해보자. 

Robust PCA 알고리즘 중 제일 빠르다고 알려진 Augmented 

Lagrange Multiplier(ALM)[23]의 경우의 속도를 Matlab을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Column의 개

수는 500개로 고정시킨 후, Row의 개수를 1000개부터 100000

개까지 점점 더 늘려가며 측정하였으며, 매 시행마다 random

한 Low Rank와 Sparse Rank를 만들어서 합친 후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행렬의 크기 수행시간(초)

1000by500 40.2050
1700by500 35.4454
3000by500 56.7030
5189by500 102.1366
9000by500 111.8676

15565by500 171.9749
27000by500 230.0294
46697by500 371.5123
81000by500 584.1112

row의 개수가 1000개일 경우에는 약 40초의 시간이 걸렸으

며, row의 개수가 9000개일 경우는 111초, 더 늘어나 row의 개

수가 81000개일 경우는 584초가 걸렸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의 수가 500개이고 누적

된 데이터가 9000개인 경우, 한 번 Robust PCA하는 데에 111

초가 소요되기 때문에, 111초 이전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누적된 데이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되는 시간은 선형적으로 더 늘

어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Ⅵ.2 Online algorithm의 필요성

온라인 알고리즘이란 시작할 때 모든 입력 정보를 가지고 있

지 않고, 입력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처리하는 알고리즘

으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다. 반대로, 오프라인 알고리즘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모든 데

이터를 가지고 시작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obust PCA의 응용 중 전경-배경 분리 기법에 사용된 카메라

가 30fps, 1200 x 960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면, 1/30초마다 

1200 x 960 크기의 벡터 데이터가 들어오며, 지금까지 누적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연산량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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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알고리즘 대신, 성능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누적된 데이터를 쓰

지 않고, 들어오는 데이터만을 이용하는, online 형태의 알고리

즘이 필요하다.

Ⅵ.3 Projection based RPCA

기존 RPCA 알고리즘을 online algorithm에 적용할 수 없

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지금까지 들어

온 모든 누적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데이

터가 쌓일수록 연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축적된 

데이터 행렬의 크기가 커지면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Projection based method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누적데이터

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online algorithm에 적용할 수 있다. 

Projection based method는 다음 관찰에 근거한다. 데이터

의 사이즈가 매우 커지면, 데이터가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와도 

Robust PCA 후의 low rank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000개의 row에 대해서 Robust PCA를 수행한 결과, 10

차원의 low rank matrix를 얻었을 때, 1001번째 row가 들어오

더라도, 1001개의 row에 대한 low rank는 여전히 10차원일 가

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매 데이터가 들

어올 때마다 Robust PCA를 하지 않고, 기존의 low rank space

에 projection을 시키고, error를 sparse 한 성분으로 보게 되

면 계산 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

이 누적될수록 계산된 projection하는 subspace와 실제 low-

rank 행렬의 column space의 차이가 점점 증가할 것이므로, 어

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모든 데이터를 Robust PCA하여 low 

rank space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 <그림 4>에 

projection based Robust PCA 알고리즘을 도식적으로 표현하

였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 주기를 1000이라고 하면, 1000번째

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 Robust PCA를 수행하여 projection

을 수행할 low-rank 행렬의 column space를 업데이트 시키

고, 그 뒤의 1000개의 데이터는 업데이트 된 low rank space에 

projection 시켜서 low rank matrix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또

한 error 성분은 sparse한 성분으로 보고 sparse matrix 또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물론 정확한 low rank 

space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겠지만, 매 

데이터가 들어올 때 마다 Robust PCA를 할 필요 없이 단순히 

projection만 시키면 되어 계산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

문에, online algorithm에 적용 할 수 있게 된다.

Ⅵ.4 시뮬레이션 결과

Projection based RPCA의 기존의 RPCA의 상대적인 성능을 

비교하였다. 50 by 100 크기의 데이터 행렬을 random하게 생

성된 low-rank 행렬과 sparse 행렬의 합하는 방식으로 생성하

여 robust PCA의 input으로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데이터 열 

(column) 벡터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매번 robust PCA를 수행

하는 방식 (offline)과 첫 matrix에 대해서만 robust PCA를 수

행하고 이 때에 얻은 low-rank matrix의 basis를 이용해 이후

그림 4. Projection based online 알고리즘의 도식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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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되는 column에 대해서는 간단한 projection만을 수행

하는 방식 (online)을 비교하였다. 또한 Offline 방식의 경우 새 

frame이 들어올 때 오래된 열을 제외하여 행렬의 크기를 유지

하는 방식 (moving window)과 계속하여 column을 증가시키는 

(growing window)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테스트 하였다. 

이 때 error는 원래의 low-rank 행렬와 분리된 low-rank 행

렬 간의 차를 이용해 구한 에러 행렬의 평균 제곱 에러를 계산하

여 상대적인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앞서 설

명한 online 방식으로 분리했을 때에 더 많은 error를 보였다. 

수치화해서 SNR (원래 low-rank matrix의 모든 원소들의 제

곱의 평균과 error값의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offline 방

식은 43 dB안팎, online 방식은 33 dB 정도로 측정되었다. 적용

될 시스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차이의 의미에 대한 분석

이 더 필요하나, online 방식으로 수행하여도 꽤 정확하게 low-

rank matrix를 추출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 시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0 X 

800 크기를 갖는 data를 simulation 할 때에 frame이 추가될 

때 마다 50 X 100 matrix의 robust PCA를 총 701회 반복하여 

수행하는 offline 방식은 60초의 시간이 걸렸고, 50 X 100부터 

50 X 800까지 matrix의 size를 증가시킨 growing window 방

식은 330초 이상이 측정된 반면, 1회의 robust PCA 이후 700

회의 projection을 하는 방식은 0.2초 정도로 측정되었다. 즉, 

Projection based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에 비해 약간의 정확

도 감소(10 dB SNR 감소)를 희생하여, application에 따라 약 

300-1500 배의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Ⅶ.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차원 감소 (dimensionality reduction) 

방식으로서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있는robust PCA 

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Robust PCA는 기존의 PCA기법

을 outlier(이상점)이 많은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발전시

켰다는 의미를 가지며, 또한 행렬의 rank minimization 기

법 중 하나로도 분류될 수 있다. robust PCA기법과의 관계 및 

robust PCA 기법의 수학적 기술에 대해 논하였으며, video 

surveillance, 얼굴인식, matrix completion 등의 RPCA의 적

용 분야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소개된 

low-rank 와 sparse 행렬 분해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러한 rank-sparsity 기반 신호처리 알고리즘은 

빅데이터 분석에 매우 유용할 것이며, 또한 적용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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