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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람을 촬영한 2D 영상으로 부터 사람의 자세, 행동 및 위치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시스템은높은인식성능을위해조명및배경합성을통해데이터셋을확장하는기술을소개하고,자세-행동-위치사이
의의미적상관관계에착안한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반의통합적인식기를제시한다. 실제데이터를이용한
실험에서,제안하는기술을적용하였을경우약 10 %의인식성능향상을볼수있었다.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2D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자세(Pose), 동작(Ac-
tion) 및 위치(Location)를 인식하는 문제를 다룬다. Kinect 등의
기기로부터촬영할수있는 Depth정보가포함된 3D영상과는달
리, 2D영상의경우, 사람과배경을분리하거나, 사람의특징정보
를 추출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존 방법으로는 높은 성능을

내기가어렵다는문제가있다.
한편최근 Deep Learning연구에서는,배경분리나특징추출알

고리즘을 사람의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설계하는 대신, 많은 데이
터를수집하여직접해당역할을하는모델을학습시킴으로써좋은

성능을내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 Feature들사이의지역적연관
구조에주안점을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계열의
모델들이두각을나타내며, 2D영상에서의물체인식 [1][2][3],사
람관절인식 [4],사람동작인식 [5]에서 state-of-the-art의성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Deep

Learning 모델에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첫째로는 많은
양의데이터가필요한것을들수있다. 앞에서살펴본 CNN기반
의인식모델들이높은성능을보일수있었던이유중하나는 Ima-
geNet, KTH, FLIC, LSP등잘정제된데이터셋이있었기때문이
다. 하지만,실제응용에서전혀새로운클래스로구성된문제에적
용시킬경우피험자를모집하여데이터를장시간수집해야함은물

론, 수집한 데이터에 모두 Label을 수동으로 입력해야하므로 유용
성측면에서현실적인문제가있다. 다른한가지문제점은세가지
인식 문제(자세, 동작, 위치)를 각각 복잡한 모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점이다. 세가지정보모두, 응용측면에서꼭필요한요소
들이며,보통각문제에대해별도의 Deep Learning모델로학습을
진행하게되므로전체시스템의복잡도가높다. 한편,각각의인식

문제들이실제로는밀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으나,이를제대로활
용할 수 없다 것도 단점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를인식할수있다면,보다그부분에집중하여자세나동작
인식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며, 각 프레임 별 자세 인식을 통해 동작
인식성능을높이는것도가능할수있다. OverFeat알고리즘의경
우 [2],이러한점에착안하여자세와위치인식에서같은 feature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나, Post-processing을 통한 것으로
연관성을모델내부에반영했다고볼수없다. Tompson등이제시
한 Skeleton 인식기의 경우 [4], 암시적으로 자세와 위치를 동시에
판별하는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으나, 각 정보의 연관성을 활용하
여모델에반영한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툴을 비롯하여 자세,

행동 및 위치 정보간의 연관성을 공통으로 활용하는 통합 인식 시

스템을제안한다. 해당시스템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닌다.

• 데이터셋 자동 확장: 소수의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배경합성,
조명 변화, 각도 변화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데이터셋을 확
장한다.

• 자세 인식기와 위치 인식기의 유기적 정보 공유: 대뇌에서의
Two-streams hypothesis (What/Where pathways) 에 기반한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구성하여자세인식기
와위치인식기의동반성능향상을추구한다.

• 자세 인식 결과를 이용한 동작 인식기의 성능 향상: 자세 인
식기가분류한각영상프레임의인식결과를토대로동작인

식기의인식결과를평가하는 Post-processing을통해성능을
향상시킨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각특징항목의기반이되는기술을제안하고,
3절에서는실험을통해이러한기술의도입에따른성능향상을검
증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논의후결론을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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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명변화합성방법

그림 2: 배경변화합성방법

2 자세,행동및위치통합인식시스템

2.1 데이터셋확장

CNN 모델은 복잡한 만큼 학습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를수집하고레이블링하는작업은많은수작업을요
구하므로, 레이블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에 조금씩 변
형을가해새로운데이터를합성하는방법이자주사용된다. 본시
스템에서는데이터가항상같은배경상에서사람이찍히는이미지

라는 것에 착안하여, 다른 각도의 조명과 배경을 임의로 합성하여
데이터셋을확장하는방법을취한다 (그림 1, 2).
조명및배경합성을위해서먼저각이미지에서전경/배경분리

를 수행한다 (알고리즘 참고 [6]). 이후, 조명 합성의 경우 원하는
조명위치에 2D Gaussian Kernel을씌운뒤전경의위치와겹치는
부분에 Illumination을생성한다. 이러한 Illumination Map을서로
다른 6개의조명위치에따라생성하고원본데이터에합성하여데
이터셋을확장한다. 배경합성의경우는전경을남기고배경을대
체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10개의 배경이미지를 합성한다. 이와
같은방법으로합성된데이터는전경/배경분리알고리즘의성능에
따라그유용성이달라지며,경우에따라실제와맞지않는데이터
가합성될가능성이있으나,보다다양한데이터를사용할수있다
는점에서학습에여전히효과적이다.

2.2 자세-위치인식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
work 모델의 확장으로, 자세와 위치를 동시에 인식하는 모델이다.
기존의 Overfeat[2] 모델의 경우 자세 레이블을 Target으로 하여
Network를 학습하는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자세 레이블 및 위치
레이블을 co-target으로하여Network를학습하므로보다근본적으
로자세-위치관계를모델링하여인식정확도를높일수있게된다.
먼저 인식하고자 하는 이미지 X

(1)
ijk가 입력되면 각 인식기는

Weak Prediction을 수행하여 자세 레이블과 위치 레이블을 각각
예측한다. 예측된 위치 레이블은 입력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관
심 물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시 입력 이미지내에 해

당 부분만을 강조하는 방식(Gaussin Kernel을 각 레이어별로 적
용)을 통해 Top-Down Feedback을 주게 된다. 그리고 Feedback
을 반영한 이미지는 다시 인식기에 입력되어 결과를 Update한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이미지내의 주변 배경을 무시하고 특정 영역

에 집중함으로써 자세 인식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반대
로 자세 인식 결과도 Top-Down Feedback을 통해 위치 인식 성
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자세 인식 결과의 Confidence Level
(예측 확률의 Negative Entropy)이 낮은 경우, 위치 인식을 통해
집중한 영역이 잘못된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Location-
Feedback을 이미지에 반영시 높은 variance를 주고 (X(1)′

ijk =

HighPass(X
(1)
ijk:i∈[x,x+w],j∈[y,y+h])+LowPass(X

(1)
ijk))다시넓

은영역을 Processing하도록만들어위치인식성능을개선한다 (그
림 3참고).

그림 3: Pose-Location Iteration of Proposing Model

2.3 자세-동작인식기

자세와동작사이에도밀접한연관성이존재한다. 예를들어뛰
기, 걷기 등의 동작 클래스의 경우 손을 흔드는 등의 동작과는 달
리앉거나누운상태에서수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 따라서,자세
인식을 통해 알아낸 서기/앉기/눕기 등의 정보를 Committee 등의
Post-processing기법을이용하여동작인식기와결합하면보다정
확한인식결과를도출할수있다. 즉, argmax

Action
αP (Pos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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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P (Action)과같은방식으로동작인식결과를개선한다.

3 실험및결과

실험을위해서사용한데이터는직접웹캠을이용하여수집한사

람의이미지로,가정집의거실과유사한환경을구축하고 8명의피
험자를모집하여촬영하였다. 자세및위치인식의경우,각자세당
100회씩수집하여약 86만장의이미지 (8명피험자, 6개의웹캠, 6
개의조명각, 10가지배경, 3가지자세, 100회촬영)데이터를수집
하였고,동작데이터의경우같은피험자군에서대해 10가지동작
에대해 6-7 fps로 3분이상씩수집하여약 60만장의이미지프레
임을수집하였다. 성능테스트를위한데이터는학습데이터에포
함되지않은피험자의데이터로구성되었다. 학습은Mini-batch형
태의 Stochastic Gradient Descent방법을사용하였으며Mini-batch
개수와 관계없이 약 10000 Iteration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Trial에
서아래그림 4의예시와같이성능이수렴하였다. 성능비교를위
하여분류정확도는 2회씩실험한결과의평균을내었으며,빨간색
으로표준편차를나타내었다.
데이터셋확장에따른성능변화실험조명및배경의합성을통

해확장된데이터셋에대해자세인식을수행한결과그림 5 (초록)
과같이약 10%정도향상된 94.55%의정확도를얻을수있었다.
위치정보를고려한자세인식실험 2.2절에서제안된방법대로

예측된 사람의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흐리게 한 실험에서

그림 5 (노랑) 과 같이 약 10% 정도 향상된 95.50% 의 정확도를
얻을수있었다.

4 결론

본논문에서는 2D이미지로부터효과적으로사람의자세,위치,
동작을 인식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배경, 조명 합성을 통한 데이터셋 확장 방법이 10%에 달하는 큰
폭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동작 인
식기의경우,아직어떠한성능향상을보일지에대한추가실험및
검증이필요하나,제안하는시스템구성이새로운데이터에대하여
Deep Learning기반인식알고리즘을학습하고자할때유용할것
으로기대된다.

그림 4: Iteration에따른학습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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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셋확장에따른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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