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특징기반사람재식별모델을이용한모바일로봇의사람인식및추적
황인준◦1,이충연1,이현도1,2,장병탁1,2

서울대학교1,써로마인드로보틱스2

{hij0527, jamixlee, illhyhl1111}@snu.ac.kr, btzhang@bi.snu.ac.kr

Human Recognition and Tracking for Mobile Robot using
Visual Feature-based Person Re-identification Model
Injune Hwang◦1, Chung-Yeon Lee1, Hyundo Lee1,2, Byoung-Tak Zhang1,2

Seoul National University1, Surromind Robotics2

요 약

모바일로봇이사람과상호작용하면서작업을수행할때같은사람을다시알아보는재식별기능은매우중요하다. 사람
재식별을 위한 목소리, 생체, 움직임 인식은 추가 센서가 필요하고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으며, 추적 기법은 대상이 가려
졌을때,얼굴인식은얼굴이보이지않을때제대로동작하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이논문에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
있는 시각 특징(visual feature) 기반의 사람 재식별(person re-identification) 기법을 로봇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제안한다. 재식별모델로는 SVDNet을사용했으며,랜덤지우기데이터증강기법인 REDA를적용했다. 더욱강건한
재식별성능을위해서,식별대상을효율적으로여러번기억하는알고리즘과,다수의사람에대해서최적의식별결과를얻기
위한매칭알고리즘을제시한다. 모바일로봇페퍼(Pepper)에사람인식을위한 YOLOv3와 SVDNet+REDA재식별모델을
적용한 실험에서 기억 및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92.5%의 Top-1 정확도를 얻어냈으며, 재식별 상황을 추적과 인식으로
나누고각각에특화된지속적기억기법을적용함으로써재식별이정확하고안정적으로동작하는것을확인했다.

1. 서론

최근모바일서비스로봇이집이나식당,공항등에서다양한용

도로활용되기시작하면서,로봇의자율주행,조작,그리고인식을

위해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 로봇의 명령 수행은 보편적으로 사용자 상호 작용

을 통해 명령을 받고, 특정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한 후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명령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부터 물건 정리와

같은 복잡한 것까지 아주 다양한데, 특정 사람을 쫓아가거나 특정

위치로 사람을 인도하는 과정도 흔히 포함된다. 또한, 물건을 가

져오거나 작업을 완료한 뒤에 보고할 때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을

다시알아보는것도필요하다. 여기에는대상이되는사람을계속

동일인으로식별하는능력이요구되는데,이를사람재식별(person

re-identification)이라고한다 [1].

재식별은 사용자의 모습, 목소리, 홍채, 지문 같은 생체 정보나

걸음걸이같은움직임등다양한특징적정보를인식하고구별하는

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방식중목소리인식을위해서는반

드시 사용자의 지속적인 발화가 요구되며, 생체 정보나 움직임 정

보를 사용할 때는 추가적인 센서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특히 지문

인식을위해서는사람이센서에손을올리는행위가필요하므로접

근성이 떨어진다. 사용자에게 가장 편한 방식은 로봇이 카메라만

으로사용자의모습을인식하는형태일것이다.

로봇이카메라를통해사람을지속적으로관찰할수있는상황에

서는 일반적으로 추적(tracking) 기법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상이모퉁이를돌거나장애물에가려서보이지않을때는추적이

더이상이루어지지않으므로궤적을예측하는방법도제안되었다.

그러나 추적 도중 다른 사람이 대상을 가렸을 때는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게 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대상을 보지 못한 채로 작업을

수행한 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추적 기법을 적용하기는 어

렵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개개인을구별하여인식할수있

는 얼굴 인식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얼굴 인식은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거나 조명이나 얼굴 각도가

달라질때는제대로작동하지않으며,사람이뒤돌아서있거나시

야 문제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

이있다. 따라서얼굴외의다른부분에서도시각특징을추출하여

식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된 다양한 시각 특징

(visual feature)기반사람재식별모델이활용가능하다.

이러한재식별모델은기본적으로여러대의카메라에서같은사

람을 식별할 때, 특히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 포착

된사람들중특정인을찾아내는데사용된다 [1]. 모델이후보들을

찾아내면사람이정밀검증후판단하는과정을거치므로 ’후보군’

의정확도가중요하며, 유사도가높은순으로후보를여럿(n)선정

했을때대상이포함되는지에따른 Top-n정확도를성능지표로사

용한다. 그러나로봇에서는사람의후처리를기대할수없으며,실

시간으로결과를얻고다음행동을결정해야하므로 Top-1정확도,

즉 최종 단일 후보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 재식별을 위한

벤치마크에서 최근 90%가 넘는 Top-1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도

공개되고있으나 [2],로봇에바로적용하기에는아직무리가있다.

이 논문에서는 시각 특징 기반 사람 재식별 모델을 로봇에 효과

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로봇의 재식별 문

제를추적과인식으로나누어각각을어떻게해결했는지설명한다.

이어지는절에서는고안한알고리즘을포함하여구체적인연구방

법을다루고,모바일로봇페퍼를이용한실험결과를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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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시각특징기반사람재식별모델

시각 특징 기반 사람 재식별 모델은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

(Probe)이 주어지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Gallery)에 대한 유사

도를비교하여신원을추정한다. Ahmed의연구 [3]를시작으로딥

러닝모델을이용하여특징을추출하는방식이적극적으로활용되

고있으며,재식별모델의객관적인성능측정을위한Market1501,

DukeMTMC-reID같은다양한데이터셋도공개되어있다.

최근발표된방법중주목할만한것은 SVDNet [4]을기본으로

하여REDA (random erasing data augmentation) [5]를적용한모델

이다. SVDNet은일반적인재식별모델의특징추출에사용되는매

개변수에높은상관관계가있어서유사도를정확히구할수없다는

문제를포착하고,이를특잇값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를통해해소함으로써식별성능을높였다. REDA는사진의일부

를랜덤으로지우는데이터증강기법으로,실내환경에서는사람이

가구나벽또는다른사람에가리는일이많으므로이기법은사람

재식별훈련에적절하다고볼수있다. 두기법을종합한모델 [5]

은 Top-1정확도기준으로Market1501에서 87.08%, DukeMTMC-

reID에서 79.31%의높은성능을보여주었다.

2.2 재식별대상기억

로봇이사람을다시알아보기위해서는먼저대상이되는사람을

기억해야한다. 전체이미지에서사람영역을검출해내는데는실

시간 물체 인식 모듈을 적용할 수 있다. 인식된 사람 이미지는 재

식별 모델의 Gallery로 저장되는데, 이후의 재식별 효율성을 고려

하여시각특징을한차례추출한뒤원본이미지대신에저장하는

방법을택했다. 한장면에서여러사람이인식되었다면동명이인을

고려하여이름대신개인마다고유한식별값을부여하고구분했다.

Algorithm 1재식별대상기억
Input : T : time to memorize, tl, th: score thresholds

Output : None (updateM: robot memory)
1: N ← person to memorize from robot vision
2: G← {N}
3: for i in 1..T do
4: P ← people from robot vision
5: m, n← 0, nil
6: for p in P do
7: s← 0
8: for g in G do
9: s← max(s, reid_score(p,g))

10: if m < s then
11: m, n← s, p
12: if m > tl and m < th then
13: add n to G

14: add G to gallery inM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진행한 예비 실험에서 자세나 조명, 배경

이달라지면재식별성능이낮아지는것을확인했다. 따라서기억

할 사람의 사진을 되도록 여러 각도와 위치에서 수집하고 식별 시

에는결과를종합하는방법을사용했다. 메모리효율성을위해대

상의 재식별 유사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에만 Gallery에

다시추가한다. 여러사람이인식되면잘못된대상을저장할수도

있으므로재식별유사도가충분히높게나오는상황에만이방식을

적용한다. 기억과정을의사코드로나타내면 Algorithm 1과같다.

2.3 Probe-Gallery매칭

재식별모델에서는 Probe와 Gallery에대한일대일비교결과만

얻을수있으므로로봇에서는다수의사람이인식되었을때각각의

대상에 신원을 적절히 매칭(matching)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

하다. 가장기본적인방법은재식별결과에서유사도가높은순서

대로매칭하는것이다. 그러나Gallery에는한사람이여러번저장

되어있으므로다수의 Probe가같은사람으로식별될우려가있으

며,상대적인유사도만고려하기때문에절대적인수치가낮더라도

매칭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사도를

Gallery의 고유 식별값 단위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중복을 제거했

고,재식별유사도가특정문턱값(threshold)을넘을때에만매칭하

도록했다. 또한,최적의매칭은 Probe기준으로찾을때와 Gallery

기준으로찾을때상이할수있으므로,쌍방에서최적의매칭일때,

즉 Probe p의유사도가가장높은 Gallery가 g이면서 g의유사도가

가장높은 Probe가 p일때매칭하도록했다. 이 Probe-Gallery매칭

방법을적용한재식별알고리즘은 Algorithm 2와같다.

Algorithm 2재식별대상매칭
Input : P : set of probes, G: gallery, tl: score threshold

Output : M : list of probe-gallery matching pair
1: U ← unique individuals in G

2: S ← empty matrix
3: for p in P do
4: for u in U do
5: s← 0
6: for g in G where g is same as u do
7: s← max(s, reid_score(p,g))
8: S[p][u]← s

9: M ← empty list
10: for p in P do
11: m, g← 0, nil
12: for u in U do
13: if m < S[p][u] then
14: m, g← S[p][u], u
15: if m > tl then
16: if m = max(S.column(u)) then
17: add <p, g> to M

18: remove u from U

19: retur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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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람추적및인식

로봇의재식별은대상을따라다닐때와같이지속적으로관찰하

는상황과그렇지않은상황으로나뉜다. 이논문에서는전자를추

적(tracking),후자를인식(recognition)으로정의하고,재식별성능

을높이기위해앞선기법과별개로각각에특화된지속적기억기

법을 제안한다. 추적을 위해서는 대상의 뒷모습을 포함하여 다양

한 각도에서 본 모습이 필요하며, 대상이 움직이면 조명과 배경이

계속변할수있기때문에따라가면서주기적으로추가기억하도록

했다. 인식상황에서는다른위치에서작업을끝낸후돌아와서사

람을 다시 찾아내야 하는데 사람의 위치나 자세가 달라져 있을 수

있으므로역시여러모습을기억해두어야한다. 명령하는사람이

움직이지않으면위의방법은적용하기어려우므로대화를위해사

람에게접근하고명령을듣는동안지속적으로기억하도록했다.

3. 실험결과

실험은 Softbank Robotics의 모바일 로봇 페퍼(Pepper)를 사용

해 진행했으며, 연산 성능을 고려하여 로봇의 RGB 센서에서 획득

한 사진을 서버로 전송하여 물체 인식, 사람 재식별 등 이미지 처

리를 수행하고 결과를 로봇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사람을

인식하는데는실시간물체인식모델인 YOLOv3 [6]를사용했다.

3.1 재식별모델성능실험

로봇에서재식별모델의작동여부를확인하고알고리즘의문턱

값을결정하기위해 SVDNet+REDA모델을시험했다. 10명의사

진 10장씩을 Gallery로구성했고,그중 8명과그밖의 2명을 Probe

로하여위치,각도,자세를변경해가며 10번씩인식했다. Gallery

용 10장은 문턱값 0.87과 0.98의 기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선정

했는데,이때의 Top-1 accuracy는 92.5%로,임의선정보다 5.5%p

높았다. 매칭의문턱값은 Gallery에속하지않은 2명이오인식되지

않는최솟값인 0.95로정했다. 모델구동시 GPU메모리 800MB,

Probe마다 15ms가소요되어충분히효율적임을확인했다.

3.2 사람추적및인식실험

다음으로 추적, 인식을 위한 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했다. 추적 실험에서는 로봇이 사람을 기억하고 따라가는데,

모퉁이를돌기도하고중간에다른사람이끼어들도록했다. 인식

실험에서는여러사람을기억하고다른위치로이동했다가돌아와

서 재식별하는데, 사람들의 위치나 자세가 처음과 바뀌도록 했다.

그림 1에대략적인실험설정과결과가나타나있다. 10회의추적

실험 결과, 추적 대상이 잠시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였을 때 재식

별은전부성공했으며,가로막은사람이추적대상으로오인식되는

경우는 1번에그쳤다. 인식실험역시 10회진행했는데,매회적어

도 2명은 올바르게 알아봤으며, 전부 정확히 인식한 것은 8번으로

나타남으로써높은재식별성능을보여주었다.

그림 1: 추적과인식실험. (A)추적도중모퉁이를돌거나다른사
람이끼어들어도추적대상이변하지않는다. (B)로봇이이동했다
가돌아왔을때사람들의위치와자세가변해도제대로인식된다.

4. 논의및결론

실험을통해기억과매칭알고리즘을사용하여재식별모듈을로

봇에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으며,지속적기억기법을통해추적

과 인식 상황에 사람을 잘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험

에서 가정한 상황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기는 하나, 장기간에 걸

쳐서 사람을 볼 때는 의상이 변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얼굴인식같은추가재식별방법을함께사용하는것을고려할수

있다. 또한재식별모델은보통보행자를주대상으로삼으므로서

있거나 걷는 모습에 특화되어 있는데, 실내 환경에서는 앉거나 누

운 자세도 빈번하므로 자세 추정을 먼저 적용한 후 정자세일 때의

모습을유추하여사용하면더좋은성능을얻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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