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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차원 공간에서 효과적인 이상치 탐지 방법으로 제안되었던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Angle Based 
Outlier Detection)는 객체와 객체를 비교하는 척도로 각도 개념을 사용하여 고차원 공간에서도 일반적인 
거리기반 이상치 측정 방법보다 좋은 이상치 탐지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어떤 이상치가 다른 이상치에 
의해 둘러싸인 경우 정상객체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상치 탐지 방법
을 개선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새로운 방법을 비교하여 향상된 성능을 
입증한다.

1. 서  론

  이상치 탐지 방법의 목 은 어떤 데이터 셋에서 부

분의 객체들과 다른 특이한 패턴을 가지는 객체를 찾는 

것이다. 이상치 탐지가 사용되는 분야의 로는 신용카

드 사기 탐지, 네트워크 침입 탐지 등이 있다. 이 논문에

서는 다양한 이상치 탐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어서 고차원 공간에서 효과 인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에 해서 설명한다. 다음으로 기존에 제안되었던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을 자세히 분석하고 분석 결

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의 취

약 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한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용하여 이상치 탐지 성능과 속도가 

향상된 새로운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과 비교한 결과를 보이고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

한다. 

2. 련연구

  지 까지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통계 등의 분야에

서 다양한 종류의 이상치 탐지 방법이 제안되어져 왔다. 

이상치 탐지 방법의 하나인 통계 기반 이상치 탐지는 이

상치 탐지의 기 방법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특정한 분

포나 확률모델로 가정해 모델을 설정하고 그 모델에 따

라 이상치를 구분하는 방법이다.[2] 거리 기반 이상치 탐

지 방법은 한 객체의 이상치 정도를 단하는 척도로 거

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3] 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

은 이상치를 나타내는 척도로 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 도는 거리의 역수로 정의된다.[4] 표본 기

반 이상치 탐지는 문가에 의해 확실한 이상치, 정상 

객체 표본을 구성한 후에 그 표본을 이용하여 이상치 탐

지 방법의 성능을 개선한 방법이다.[5] 고립트리(isolation 

tree) 이상치 탐지 방법은 무작  공간 분할 트리를 이용

하여 량의 데이터에도 빠른 속도로 이상치 탐지를 수

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10] 그러나, 이상치 탐지 방법들

은 고차원에서 이상치 탐지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고 이를 개선한 방법인 각도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거리 개념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객체의 이상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 거리벡터 이 이루는 각도를 사용한다.[1]

그림 1. 객체의 치에 따른 각도[1] 

  그림 1을 보면 한 객체를 심으로 다른 두 객체와 이

루는 각을 측정할 때 군집 내부 객체를 심으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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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는 각도 측정 상에 따라 변화량이 크고, 군집 경

계에 치한 객체에서 측정한 각 는 변화량이 에 비

해 작게 나타난다. 군집 외부에 치한 객체에서 측정한 

각 는  , 와 비교하면 그 변화량이 매우 작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한 객체를 심으로 나머지 객체들과의 

거리벡터 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고 각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분산에 거리가 치를 용하여 계산한 값을 각

도 기반 이상치 정도(Angle Based Outlier Factor, 

ABOF)라고 하며 는 식 (1)과 같이 정의 된다.[1]

 ∈ ∥∥ ∙∥∥
〈〉    (1)

  모든 객체에 해 각도 기반 이상치 정도를 계산하고 

값이 작은 상  %의 객체를 이상치로 분류하는 

것이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의 기본 개념이다.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은 고차원 공간에서도 의

미있는 벡터 사이의 각도를 이상치 정도 측정에 사용하

여 고차원 데이터에 해서도 잘 작동하는 알고리즘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는 이상치 정도를 계산

하기 해서 객체 의 각도를 이용하여 고차원에 해

서 이상치 분류 정확도는 좋다. 하지만 모든 객체 에 

해서 각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복잡도가  로 

데이터의 크기에 해서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

한 문제 을 개선한 방법으로 각도를 측정해야 할 객체 

의 수를 인 가 제안되었다.  

는 k개의 인 이웃만을 각도측정 객체 으로 이용하여 

속도 문제를 개선하여 시간복잡도가  ∙이다. 

가 거리가 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원 공간에

서는 인 이웃을 이용해도 모든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객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차원에서는   정확도가 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는 가 고차원

에서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상치로 분류한 상

 %의 객체에 해서 처럼 모든 객체 을 이

용하여 다시 이상치 정도를 측정하여 정제기법을 용한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의 문제 을 보완하고 

와 알고리즘 수행 시간은 비슷한 방법을 제

안한다.  

  3 . 각 도  기 반  이 상 치 의  문 제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는 객체를 내부 , 경계 , 이상

치로 나 는데 내부 은   값이 가장 크고 경계

은 간, 이상치는 작은 값을 가진다. 그림 2와 3은 3차

원 공간에 반지름이 0.3인 구안에 균등하게 분포된 군집

과 그 에 2차원 형태로 평면에 분포된 이상치가 존재

할 때, 내부 은 란색(○), 경계 은 녹색(∆ ), 이상치

는 빨간색(×)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일반 인 는 

그림 2와 같은 상황에서는 빨간색의 이상치 객체를 정확

하게 분류하는 성능을 보이지만 그림 3처럼 이상치가 다

른 이상치에 의해 둘러싸인 경우에는 빨간색 이상치 객

체의   값이 정상객체보다 각도 분산이 커지게 되

고 그로 인해 정상 객체(내부 , 경계 )들과 구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상치 탐지 성능을 나쁘게 한다.

 

그림 2. 3차원 인공데이터 1

그림 3. 3차원 인공데이터 2

  

  4 . 각 도  기 반  이 상 치  탐 지 의  개 선

  

  이 장에서는 기존의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의 정

확도를 향상 시킨 새로운 각도 기반 이상치 측정을 한 

개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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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각 도  측 정  상  선 택

  각도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은 이상치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해서는 내부 , 경계  같은 정상객체는 

가 크고 이상치는 가 작아야한다. 객체의 

종류 별로 각도 측정에 사용되는 객체들이 다음과 같다

면 기존의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보다 더 정확한 

이상치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다.

 정상객체(내부 , 경계 ) : 거리벡터 의 각도 분산

이 크도록 객체를 심으로 여러 방향에 각도 측정 후

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상치 : 거리벡터 의 각도 분산이 작은 값을 가지

도록 객체를 심으로 한쪽 방향에 집해서 각도 측

정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

 

 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 으로 “정상객체 근 이웃

“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언 한 정상객체 근 이웃

은 임의의 객체 로부터 가까이 있는 k개의 정상객체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정상객체는 군

집을 형성하고 있고 내부 이나 경계 은 군집 내에 존

재하므로 정상객체 근 이웃을 선택하여 선택된 객체만

을 이용해 각도 분산을 측정 하게 되면 그 분산이 크

다. 한 이상치는 가까이 존재하는 다른 이상치들을 

거리 측정 상 객체로 선택하지 않고 더 멀리있는 정

상 객체 군집을 선택하므로 각도의 분산이 상 으로 

작게 된다. 한 주 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상치를 

제외 할 수 있어서 그림 3과 같은 경우에도 향을 받

지 않는다. 이러한 기 으로 k개의 각도 측정 후보를 

선택하여 에 용하면 이상치 분류 정확도

는 보다 향상되고 와 비슷한 수행시간을 가

질 수 있다.

  4 .2 정 상 객 체 를  구분 하 기  한  방 법

  정상객체의 구분을 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는데 표 으로 군집화 기법의 사용과 이상치 탐지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집화 기법에 의해 군집을 

형성한 객체를 정상객체로 분류하는 방법[7, 8, 9], 이상

치 탐지 기법[4, 5, 10]에 의해 이상치로 분류되지 못한 

객체를 정상객체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상객체의 구분을 해 새로운 기 을 사용한다. 바로 

“근 이웃 참조 횟수“로 다른 객체의 근 이웃으로 포함

되는 횟수를 장하여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순서 로 

정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정상객체로 분류하

는 것이다. 근 이웃 참조를 다른 논문에서는 역 근 이

웃으로 표 하기도 한다.[6] 근  이웃 참조 횟수를 구하

는 알고리즘은 표 1과 같다.

근 이웃 참조 횟수

입력 : , 

출력 : (Reference Count of Nearest Neighborhood)

  : 크기가 n( )이고 0으로 기화된 int형 배열.

For each object ∈
    = get_knn();//Find 's k-nearest neighbors

  For each object ∈ 
      ;

  end

end

return ;

표 1. 근 이웃 참조 횟수 알고리즘 

그림 4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200개의 인공데이터에 해 

근 이웃 참조 횟수를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여 

표 한 것이다.

그림 4. 근 이웃 참조 횟수 시각화

  이 기 을 사용하면 를 기 으로 분류하는 것과 

유사하게 정상 객체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결과를 인공 

데이터의 실험으로 알 수 있었다.

4 .3  제 안 하 는  방 법

  이 장에서는 기존의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의 약

을 보완하여 향상된 이상치 탐지 성능과 속도를 가지

는 개선된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인 에 

한 설명을 한다. 다음은 에서 사용될 용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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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으로 4.2 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한 

정상객체 집합을 (normal set)로 하고 이 을 이용

하여 선택되는 각도 측정에 사용되는 정상객체 근 이웃

을 이라 한다.

정 의  1. 

  임의의 객체 에 하여 의 객체 에서 가장 가까

운 거리에 존재하는 개의 원소들의 집합을  로 

나타낸다.

  이상치 정도를 나타내는 는 다음과 같다.

정 의  2. 를  이 용 하 는  각 도  기 반  이 상 치  정 도

   ∈  ∥∥ ∙∥∥
〈〉 

  다음 표 2는 근 이웃 참조 횟수를 기 으로 분류한 

정상객체를 각도 측정 근 이웃으로 사용한 와 

의 차이가 인공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

리한 내용이다. 는 정상객체 에서   값이 가장 

낮은 30개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고 는 모든 이상치의 

  값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 2에서는 

나 가 가 에 비해 낮아서 이상치 탐

지 성능이 좋다는 것이 나타나지만 그림 3과 같은 경우

에는 의 경우 ㅂ다 가 높은   값을 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2
 1101.13 40.83 0.037

 1048.87 1.78 0.0016

그림3
 1070.16 1163.59 1.0873

 970.47 6.09 0.0062

표 2.   와 의 차이

  이러한 성능개선 효과가 실제 데이터 셋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음 실험결과 부분에서 다루었다.

5 . 실 험  결 과

  이 장에서는 실제 데이터 셋인 Satlog, ISOLET 

(http://archive.ics.uci.edu/ml/datasets.html)을 이용하여 

고차원 데이터에서 기존의 각도 기반 탐지 방법과 우리

가 제안한 새로운 방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이 논문에서 

새로 제안한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는 각도 

분산 측정에 이용하는 이웃의 수 와 각도 측정 후보로 

사용될 정상객체 집합의 수 는 사용자에 의해 결

정된다. 

  5 .1 이 상 치  탐 지  정 확 도

  ISOLET는 26개의 클래스와 617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데이터 셋으로 각 클래스별 240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1개의 클래스 부를 정상객체, 나머지 25개

의 클래스에서 무작 로 2개씩 이상치로 선택하여  실험 

데이터를 생성하 다. Satlog 데이터 셋은 클래스 6개, 

속성 36개로 각 클래스별로 1533, 703, 1358, 626, 707, 

1508개의 객체가 존재하는데 1개의 클래스에서 무작 로 

300개를 정상객체로 추출하고, 나머지 5개의 클래스에서 

무작 로 5개씩 이상치로 선택하여 실험 데이터를 생성

하 고 알고리즘 입력 변수 는 50로 설정하 고 

의 수는 체 데이터의 70%로 설정하 다. 표 3

은 각 데이터 셋에 기존 와 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는 모든 데이터를값으

로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정렬했을때 실제 이상치 개

수()에 한 값이 낮은 상  개  이상치의 

개수의 비율이다. 는 수신자 동작 특성(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의 면 을 계산한 값으로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11] 수

신자 동작 특성 곡선은 거짓 정률(false positive rate)

의 변화에 따른 참 정률(true positive rate)을 측정한 

그래 이다. 참 정률과 거짓 정률은 다음 식 (2)와 

(3)에 의해 구할 수 있고,

                 (2) 

                 (3) 

여기에서  (true positive)는 참 정으로 이상치 탐지 

방법에 의해 이상치 분류된 객체  실제 이상치의 수, 

 (false negative)는 거짓 부정으로 정상객체로 분류된 

객체  실제 이상치의 수,  (false positive)는 거짓 

정으로 이상치로 분류된 객체  실제 정상객체의 수, 

 (true negative)는 정상객체로 분류된 객체  실제 정

상객체의 수를 의미한다. 즉 참 정률은 실제 이상치

에서 이상치로 분류한 객체의 비율이고 거짓 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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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상객체 에서 이상치로 분류한 객체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3에서 부분의 경우에서 보다 

가 와 (area under ROC curve)가 

비슷하거나 높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데이터

셋 

정상

클래스

 

   

S

a

t

l

o

g

1 68 96.97 80 99.02

2 56 92.46 88 99.72

3 68 94.06 72 94.98

4 52 87.96 52 91.01

5 48 86.57 56 88.16

7 48 90.53 68 91.54

평균 56.68 91.43 69.32 94.07

I

S

O

L

E

T

1 76 97.96 88 99.48

2 72 93.03 76 93.88

3 88 99.00 96 99.43

4 84 96.40 84 98.33

5 84 98.48 88 99.08

6 84 97.98 84 98.28

7 76 95.58 80 98.28

8 80 99.20 88 99.28

9 92 98.61 92 98.66

10 80 98.13 88 98.75

11 76 96.23 76 96.48

12 80 98.18 88 99.60

13 72 94.85 76 96.55

14 76 96.48 76 98.30

15 84 96.83 92 98.18

16 52 87.38 52 89.01

17 88 99.33 92 99.61

18 96 99.85 100 100

19 88 96.26 92 97.28

20 72 93.23 72 95.58

21 80 98.43 84 98.98

22 60 89.70 72 92.85

23 36 88.06 44 83.43

24 88 99.68 96 99.95

25 92 99.13 96 99.81

26 88 98.01 88 98.98

평균 78.60 96.38 83.08 97.23

표 3. 이상치 탐지 정확도 비교

    5 .2 각 도  측 정  후 보 와  정 확 도

  이 에서는 각도 측정 후보가 어떻게 선택 되어지는 

가에 따라서 이상치 탐지 정확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본다. 이 실험에서는 Satlog 데이터의 1 클래스를 정상객

체로 설정한 실험데이터를 사용하고 정상 객체 구분 방

법은 근 이웃 참조 횟수를 이용하 다. 그림 5는 각도 

측정 후보인 정상객체 집합의 크기가 체 데이터의 

30%부터 90%까지 변화에 따른 이상치 탐지 성능을 측

정한 것이다.

그림 5. 정상객체 집합의 크기 변화에 따른 정확도

다음 그림 6은 정상 객체 구분 성능 측정을 해 정상객

체 집합의 크기에 따라 정상객체 집합에 포함된 이상치

의 수를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6. 정상객체 집합에 포함된 이상치의 수

그림 5를 보면 정상객체 집합의 크기를 체 데이터의 

70%로 설정할 때 이상치 탐지 성능이 가장 좋았는데 그 

이유는 그림 6의 그래 에서 정상객체 집합의 크기가 

70%이상이 되면 근 이웃 참조 횟수에 의해 구분되는 

정상객체에 이상치가 포함되게 되고 결과 으로 이상치 

탐지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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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알 고 리 즘  수 행  시 간

  2 에서 우리는 각도 기반 이상치 탐지인 의 

시간복잡도가  이고 는 시간복잡도가 

 ∙ 라고 설명하 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는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첫째로 

정상객체를 분류하는 과정, 둘째로 분류한 정상객체에 

해 근 이웃을 구하는 과정, 셋째로 근 이웃에 한 

각도 측정을 하는 과정이다. 정상객체를 분류하는 과정

은 각각의 객체에 해 근 이웃을 구하면 되는 것으로 

 의 시간복잡도를 가진다. 둘째로 분류한 정상객체

에 한 각도 측정은 앞에서 구한 근 이웃을 정제하여 

정상객체 근 이웃을 구하면 되므로 이다. 셋째로 

근 이웃에 한 각도 측정 시간은 ∙이므로 

의 시간복잡도는   ∙ 로 보다 

작은 시간복잡도를 가진다.

6 .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이상치의 주변에 이상치가 분포되어있

는 경우, 기존 가 가지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정상객체를 각도 측정 후보로 이용하는 개념을 소개하

고 정상객체를 구별하는 기 으로 근 이웃 참조 횟수를 

제안하 다. 한 실험을 통하여 우리가 제안한 각도 기

반 이상치 탐지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좋은 이상치 탐

지 정확도와 수행 시간의 측면에서 모두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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