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딥 러닝 기반의 신체방향 감지를 통한 최적의 로봇 위치 선정
최진영0
이범진 장병탁
서울대학교 바이오지능 연구실
( jychoi, bjlee)@bi.snu.ac.kr, btzhang@snu.ac.kr

Best Robot Positioning based on Body Orientation
Estimation using Deep Learning Method

Jin-young Choi1○, Beom-Jin Lee2, Byoung-Tak Zhang12
1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2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의 RGB 이미지에서 사람의 위치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한 로봇의 최적 위치 선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벤치마킹용
데이터와 직접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CNN을 학습하였다. 제안하는 방향
인식 시스템은 기존의 방법(SVM)에 비해 큰 성능 향상과 일반화 능력을 보였고, 위치 재설정
시스템은 사용자를 마주보도록 로봇을 움직여 로봇의 얼굴인식의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서비스 로봇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들은 주로 조명이나 장애물을 인식하고 여러 대의
카메라 중 적절한 카메라를 선택하는 연구[3], 사용자의
위치 분포를 미리 학습한 후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는
연구[4] 등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후보 위치를 선정하고 사용자의
방향과 장애물의 유무, 이동거리 등을 반영한 활성값
(Utility Value)를 계산한 뒤 가장 점수가 높은 곳으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우리의 방법과
비슷한 연구로는 [5]가 있다. [5]는 깊이 영상과 이를
통해 얻은 관절 위치 정보를 사용해 여러 위치의
활성값 (utility value)을 계산하고 가장 점수가 높은
위치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리의
연구는 [5]와 달리 방향 인식에 깊이 센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더 강건하며 주변의 장애물까지
고려하여 시스템의 활용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1. 서 론
사람의 방향을 인지하는 능력은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서비스 로봇이 사용자를 마주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감정, 행동 등을 인식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의 RGB
이미지에서 사람의 위치를 찾고 추적하는 등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된 반면 사람의
방향까지
고려하여
로봇을
이동시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최근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카메라 이미지에서 사람의 위치와 향하고 있는
방향까지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마주보도록 최적의 로봇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첫째,
사람의 방향을 인식하는 기법들과 로봇의 최적 위치
선정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고, 둘째, 본
시스템의 구성과 구현 방법을 설명하고, 셋째, 실험과
그 결과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논의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방 법 론
이 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구현
방법에 대해 논한다. 시스템은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모듈은 사용자를 인식하는 모듈이다. 두
번째 모듈은 사용자의 신체 방향을 감지하는 모듈이고,
세 번째 모듈은 사용자의 방향을 바탕으로 최적의 로봇
위치를 계산하는 모듈이다. 아래에서 세 모듈의 구조와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모든 모듈은
python으로 프로그래밍 하였고, 신경망의 구현에는
tensorflow를 썼으며, 이미지 처리는 OpenCV API를
이용했다.

2. 기 존 연 구
사람의 방향을 인식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 중
많은 수는 신체에 부착하는 센서[1], 깊이 영상(Depth
image)을 통해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2] 등을 이용했다.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실험실
환경이 필요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Random Forest나
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분류기의 성능에도 한계가 있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딥 러닝 방식의
CNN을 사용하여 특이점 추출과 고성능의 분류기를
이미지와 라벨만을 이용하여 한번에 학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편, 로봇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시스템에 대한

3.1 사용자 인식
RGB 이미지에서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YOLO
[6]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 알고리즘은 한 개의
CNN을 이용해 물체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예측하여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원래의
알고리즘은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등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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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인식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 중 사람만을
추출하여 사용했다.

(3)

3.2 방향 인식
방향 인식 모듈은 사용자 인식 모듈에 의해 선택된
박스를 CNN을 이용해 그림 1과 같은 8개의 방향 중
하나로 분류한다. 그림 2는 방향 인식 모듈에 사용된
신경망의 구조이다. 우리는 CNN에서 많이 사용하는
max-pooling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방향 인식에는
각각의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손의 위치, 얼굴의 위치
등)가 중요한데 max-pooling을 사용하면 이 위치
정보가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력
이미지는 32*32픽셀로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했는데
크기를 줄여도 방향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특성들은
여전히 구분이 가능하고, 작은 신경망을 적용하여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큰 신경망을
사용할 때의 문제인 과적합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4)

그리고, Orientation(t)와 Radius(p)는 각각 표1, 표2와
같은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class
0

1,7

표 1. 사용자 방향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0
1.0

2,6

0.1

3,5

0.01

4

0.001

표 2. 후보 위치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

거리

가중치

1m

0.8

0.5m
1.5m
2m

0.5
0.8
1.0

각 위치의 점수가 계산되면, 점수가 가장 높은 위치를
선택하고 해당 위치로 로봇을 이동하도록 했다.
4. 실험 및 결과
이 장에서는 방향인식 모듈을 벤치마킹용 데이터
셋에 대해 테스트 하고 기존 기계학습 기법과 성능을
비교한다. 또한 최적 위치 선정 모듈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일반적인 가정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한다.

그림 1. 방향의 분류와 재배치 후보

4.1 방향인식 모듈의 성능
벤치마킹에는 Human 3.6M 데이터셋[7]을 사용했다.
데이터셋은 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관절의 위치가 같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사람의 방향을 계산할 수 있었다.
벤치마킹 데이터를 이용해 방향 인식 모듈을 학습한
경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방향인식 CNN의 구조

3.3 최적 위치 선정 방법
최적 위치 선정 모듈은 사람의 위치와 방향을
이용하여 되도록 사용자의 정면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계산한다. 우리는 그림 1의 점들과 같이
사용자를 기준으로 32곳의 후보 위치를 정한 뒤 각
위치에 식 (1)과 같은 활성화 함수 (utility function) 을
사용하여 각 위치의 점수를 계산했다.
(1)

식(1)에서 p는 후보위치, t는 사용자, r은 로봇을 뜻하며,
Distance(p,r), Occupancy(p), Obstacle(p,t)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3. CNN의 학습결과

(2)

학습된 모듈의 성능 평가를 위해 같은 데이터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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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HOG+SVM을 같은 데이터로 학습시켰다. 학습된
결과를 우리의 모델과 비교한 결과는 표3과 같다.

5. 결 론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의
RGB 이미지에서 사용자를 인식하고 방향을 추론했으며,
기존 방식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또한,
인식한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인식 등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로봇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데
성공했다. 앞으로의 연구는 강화학습을 사용해 로봇
위치선정 모듈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표 3. 벤치마킹 데이터에 대한 성능 비교

모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HOG+SVM
(linear kernel)
HOG+SVM
(linear kernel)
HOG+SVM
(gaussian kernel)
HOG+SVM
(gaussian kernel)

데이터 셋

Training

정확도

100.0%

Test

81.58%

Test

57.26%

Training

Trai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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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경에서의 수행능력 시험을 위해 실제 가정집과
유사한 실험실 환경에서 사람의 방향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표 4와 같다.
표 4.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성능
데이터 셋
Training
Test

정확도
97.0%
94.0%

4.2 최적 로봇 위치선정 모듈의 성능
실제 환경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 방향인식 모듈과
최적 로봇 위치 선정 모듈을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했다. 성능 평가를 위해 Microsoft Oxford
API를 이용한 얼굴인식 모듈을 이용해 얼굴인식의
성공률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관찰했다. 모듈 적용
전후의 로봇 위치와 그에 따른 얼굴인식의 성공률은
각각 그림 4, 그림5과 같다.

그림 4. 재배치 전후의 로봇 위치

그림 5. 얼굴인식 성공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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