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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TV 시청자의 주 시청 자세 및 신체 길이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TV시청자를 인식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TV 사용자 식별 및 인증 방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제약을 극복 가능하고, 실
시간으로 수행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TV 시청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TV 시청자의
주 시청 자세 및 신체 길이의 특징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기기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이를 여러 가지 기
계학습 모델을 이용해 학습하여 그 성능을 평가한다. 실험 결과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정확
도로 시청자 인식이 가능함을 보인다. 또한 interactive TV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본 연구진이 제안한 시청자
인식 모델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1. 서 론
TV 시청은 오늘날 많은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
다. 최근 수 년 동안 DTT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등 새로운 TV 방송 시
스템이 발전하면서 TV 시청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
고, 이 시스템들은 시청자 개개인에 맞는 채널을 제공하
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였다[1]. 이러한 개념은 시청자
와 TV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interactive TV(iTV)의 다양
성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등 여
러 사람이 TV를 시청하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어느 사
용자가 시청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
청자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
한 제약사항은 TV 서비스 제공자에게, 현재 누가 TV를
시청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에 따라 개인 맞춤형 광고, 시청자별 선호 채널 제공, 맞
춤 콘텐츠 추천 등의 시청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청자 인식을 위한 선행 연구로 마이크로소프
트 키넥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허공에 손을 이용한 서
명을 등록하여 식별하는 방식, 미리 동작을 정의하여 식
별하는 방식 등이 연구되었다[2-3]. 하지만 이 두 방식은
시스템이 사용자의 미리 정해진 동작을 저장해야하는 단
점이 있다.
사용자의 생체 측정 정보를 이용한 인증 및 식별도 다
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Heusch와 연구진들은 환경 및
빛의 조건을 제어한 상태에서 EER (Equal Error Rate)이

2.4%가 되는 얼굴 인식을 통한 인증 방식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조건이 제어되지 않을 경우 EER은 13.49%로 그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4].
이 외에도 사람의 신체 크기도 생리학적 정보가 될 수
있는데, Araujo와 연구진들은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사
람의 골격 정보를 통해 식별하는 방식을 개발하였다[5].
또한 이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하여 사람의 손을 흔드는
동작과 골격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식도
연구되었다[6].
하지만 TV 시청 환경은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변하고,
다수의 시청자가 동시에 시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식별을 통해서는 시청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가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손을 흔드는 등의 별도의 식
별 과정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길 원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TV 시청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시청자
의 신체 길이와 현재 시청 자세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TV 시청자를 인식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안된 TV 시청자 인식 모델은 사람의 신체 길이와
주 시청 자세를 이용한다. 전체 구조는 [그림 1]에 도식
화 되어있다. 먼저, TV위에 설치된 키넥트 기기를 이용
하여 시청자의 신체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 후 해당 데
이터를 가공하여 사람의 신체 길이와 주 시청 자세 데이
터를 추출하고 이를 시청자 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그 사용자가 누
구인지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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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데이터 전처리 및 특징점 추출

[그림 1] TV 시청자 인식 모델 구조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기기를 이
용하여 기기 앞 사람의 관절 위치를 추정, 전신 골격 정
보를 추출한다. 해당 정보는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키넥트 기기를 중심으로 한 x, y, z좌표로 나타난다. 그
러나, 사람의 TV 시청은 주로 앉은 자세로 행하여지므로
사람의 허리 아래 부분의 대한 좌표는 움직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특정 시청자가 갖는 특징 즉, 시청자 인
식에 주 특징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림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사람의 상체정보인 머리, 어깨 중심, 그리
고 각 좌 우측 어깨, 팔꿈치, 손목 지점 좌표만 사용하도
록 한다.
여기에서 해당 지점 좌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값
은 시청자가 TV와 떨어진 거리 및 앉은 위치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 또한 특정 시청자가
갖는 특징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배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TV와 떨어진 거리 및 좌, 우로 치우친 정도의 영향
을 제거하기 위해 어깨 중심 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점의 좌표를 변환하였다.
우리는 신체 길이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각 지점사
이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키넥트에서 초당 8프레임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40프레임인 5초 단위로 움
직이는 이동 윈도우를 만들어 평균값을 추출하였다. 이
러한 신호 처리를 통하여, 시청 중 자세의 변화나 이동
으로 생기는 키넥트 기기 센서의 노이즈를 완화하였다.
또한 시청자의 시청 자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축
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연결된 다른 지점의 자세 각도를
단위벡터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머리 지점의 자세 각
도는 어깨 중심 지점에서 머리 지점으로 향하는 벡터의
단위벡터이고, 왼쪽 손목 지점의 자세 각도는 왼쪽 팔꿈
치 지점으로부터 왼쪽 손목 지점으로 향하는 벡터의 단
위벡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에서 제시한 모든 지점
의 자세 각도가 결정되면, 상반신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모든 자세를 추출 가능하다. 이 역시 40프레임인 5초 단
위로 이동 윈도우를 만들어 평균값을 추출함으로써 센서

[그림 2] 키넥트의 좌표

[그림 3] 시청자 골격 정보

의 노이즈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표 1]은 특징점으로 추
출된 각 지점의 거리 및 자세 각도를 보여준다.
2.2 학습 모델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청자를 인식하기 위해 기
계학습 모델을 이용하였다. Naive Bayes, SVM, Decision
Tree(J48), Random Forest 4개의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
여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성능평
가와 어떤 모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비교하였
다.
성능평가는 10-fold cross validation과 66% percentage
split 두 가지 방식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10-fold cross
validation의 경우 각 집단을 임의적으로 추출하기 때문
에 훈련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가 가깝게 위치할 가능성
이 있다. 주 시청 자세 데이터의 경우 가까운 시간의 데
이터는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는 실제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두
가지 성능평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여 검증을 수행하였
다. Weka, 버전3.7.8이 주요 알고리즘 실험 도구로서 사
용되었다.[7]
[표 1] 신체 길이 및 시청 자세 특징점

신체길이 (거리)

시청자세 (방향벡터)

어깨중심-머리

어깨중심→머리

어깨중심-왼쪽어깨

어깨중심→왼쪽어깨

어깨중심-오른쪽어깨

어깨중심→오른쪽어깨

왼쪽어깨-왼쪽팔꿈치

왼쪽어깨→왼쪽팔꿈치

왼쪽팔꿈치-왼쪽손목

왼쪽팔꿈치→왼쪽손목

오른쪽어깨-오른쪽팔꿈치

오른쪽어깨→오른쪽팔꿈치

오른쪽팔꿈치-오른쪽손목

오른쪽팔꿈치→오른쪽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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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논의
실험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TV를 시청하는 환경임을

[그림 4] 가정의 거실을 모사한 시청자 인식 실험 환경

고려하여 4명의 피험자를 상대로 TV 예능 프로그램(무한
도전 110, 111화) 두 편을 시청하였다. [그림 4]와 같이
실험실 환경을 일반 가정의 거실과 같이 구축하고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환경은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SDK 1.8이 제공되는 API를 사용한 키넥트 기기를 사용하
[표 2] 신체 길이 데이터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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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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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TV 시청자의 주 시청 자세와 신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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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세 데이터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Random forest
기계 학습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높은 인식
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인식
방법론은, 향후 interactive TV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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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청 자세 데이터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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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험은 신체 길이 정보, 주 시청 자세 정보 각각을 이
용한 방식과 위의 두 정보를 같이 사용한 방식, 총 3가
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는 [표 2,3,4]와 같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골격 데이터보다 주 시청자세
데이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또한 이 두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결과(어느 정도의 수치를 적어주기 바람!)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간의 성능 비교 결과는 RandomForest,
J48, SVM, Naivebayes 순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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