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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RNN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강화학습을 통한 계층적 RNN 내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제안

한다. 계층적 RNN 내 임의의 파라미터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얻는 분류 정확도를 보상으로 하여 간소화된 강화학습 네트워크에

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강화학습 내부 파라미터를 수정한다. 기존의 강화학습을 통한 내부 구조를 찾는 네트워크는 많은 자원

과 시간을 소모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소화된 강화학습 구조를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적은 컴퓨터 자원에서 학습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간소화된 강화학습을 통해 계층적 RNN의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이를 행동 인식 데이터 세트에 적용한 결

과 기존 알고리즘 대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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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사회 안전 증대를 위하여 도로와 공공장소 주변에 많은 CCTV 

감시카메라를 구축하였으나 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의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딥러닝을 적용한 행동인식을 사용하여 지능형 감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행동인식에 적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3D 컨볼루션을 이용하는 방법[1]과 depth map, 

skeleton을 적용한 방법[2]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D 컨볼루

션의 경우 처리 데이터양이 많으므로 학습을 위해 높은 하드웨어 

사양이 요구되며 depth map, 스켈레톤 정보를 얻기 위하여 kinect와 

같은 추가적인 장비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한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NAS(Network Architecture Search)[3]의 경우 

데이터 세트에 적합한 딥러닝 네트워크의 구조 및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주어 분류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하나 이를 위하여 많은 하드웨어 

사양과 시간이 소모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파라미터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소화된 NAS를 적용하므로 NAS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간소화된 NAS를 기존의 계층적 RNN을 사용한 

행동 인식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데이터 세트에 맞는 계층적 RNN의 

파라미터를 수정한 모델을 행동 인식 데이터세트에 적용함으로써 

행동 인식 성능이 향상함을 확인하였다.

II. Preliminaries

1. SYSU 3D Human-Object Interaction Set

위 데이터 세트[4]는 40명이 각각 12가지 행동(전화 받기, 가방 

메기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그 영상을 저장하였다. 

데이터 세트는 RGB 영상과 깊이 정보, 스켈레톤 정보를 포함하나 

본 논문에서는 RGB 영상만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스켈레톤 추출 알고리즘

스켈레톤을 추출하기 위해 ArtTrack[5]을 사용하여 영상에서 사람

의 각 부위 및 관절 포인트를 추출하였다. 

Fig. 1. 데이터세트 내 영상의 포인트 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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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벡터 추출

Du et al이 제안한 행동 인식 알고리즘[6]의 방법을 적용하고 

수식 1을 사용하여 신체 별 포인트의 벡터를 얻고 벡터의 x, y 좌표를 

묶어 Fig. 2와 같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계층적 RNN 구조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식에서 p는 포인트의 x, y 좌표, i는 포인트

의 순서, s는 각 프레임의 순서를 나타낸다.  


 ∆


    



     

  
 

수식 1. 벡터 관계 식

각 프레임 마다 사람의 스켈레톤 정보에서 부위 별 벡터로 변환하고 

연속된 50개의 프레임별 벡터를 묶어 시간 연속된 데이터를 만든다.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480개의 avi로 구성되어 있어서 데이터 증대를 

위하여 프레임 내 40개의 인덱스를 추출하고 이후의 50개 프레임의 

시간 연속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training, 

validation, test data를 각각 4:1:1(12800:3200:3200)로 구성하였다.  

4. 계층적 RNN 구조

Du et al이 제안한 행동 인식 알고리즘[6]의 계층적 RNN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능향상을 위하여 계층 내 각 RNN은 Nested 

LSTM(Long Stort- Term Memory)[7]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fully connected layer의 활성화 함수로 SELU[8]를 사용하

였다.

Fig. 2. 본 논문에서 사용된 계층적 RNN 구조 그림

5. 간소화된 NAS

데이터 세트에 딥러닝 적용 시 데이터세트에 맞는 신경망을 설계하

고 각 파라미터를 적용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강화학습을 통하여 자동으로 찾을 방법으로 NAS[3]가 제안되었다. 

본 논문의 계층적 RNN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통해 얻은 

분류 정확도를 보상으로 하여 NAS 네트워크 내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분류 정확도의 변화를 얻는 policy gradient 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반복 시행하고 최적의 파라미터 및 네트워크 구조를 자동으로 찾게 

된다. NAS에서는 활성화 함수와 RNN 네트워크를 바꾸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학습을 위하여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본 논문에

서는 Nested LSTM의 입력 노드와 depth의 개수를 조정하는 간소화

된 NAS를 적용하였다. NAS에서의 state는 입력 데이터에 맞게 

4(1배), 6(1.5배), 8(2배)의 노드와 Nested LSTM의 depth로 1, 

2를 사용하여 Fig. 2에서의 12개의 RNN에 적용하였다. 이에 간소화된 

NAS의 총 state 수는  이고 본 논문에서는 200번의 

탐색을 통하여 결과를 얻고 그중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의 파라미터를 

행동 인식 알고리즘에 사용하였다.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의 파라미터

는 Fig. 2의 layer 3 내 8번째 Nested LSTM의 depth는 2이고 

나머지는 1이며, Layer 1의 ①~⑤의 node는 6, 6, 3, 6, 6(1.5배)이다. 

Nested LSTM의 모든 layer의 depth를 1로 했을 때와 2로 할 때, 

그리고 수정된 파라미터를 한 계층적 RNN 모델에서 epoch을 20으로 

두고 분류 정확도 비교 시 수정된 파라미터에서의 정확도가 높음으로 

보아 강화학습을 적용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Nested LSTM 정확도(%)

depth = 1, node 1배 56.06

depth = 2, node 1배 8.25

강화학습 후 수정된

파라미터
58.03

Table 1. SYSU 3D HOI 데이터세트에 관한 

파라미터 간 성능 비교 

Fig. 3. 강화학습 구조 예시

III. Experiment

SYSU 3D Human-Object Interaction Set 영상의 RGB 데이터에

서 ArtTrack[5]을 사용하여 스켈레톤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Fig. 

2와 같이 5개의 부분 벡터로 변형하였다. 샘플링된 인덱스와 이후 

50 프레임을 묶고 간소화된 NAS를 적용하고 계층적 RNN 파라미터

를 수정한 모델을 사용하여 epoch을 100으로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표 1과 같이 기존 알고리즘 대비 높은 행동 인식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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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정확도(%)

HON4D[9] 73.39

HFM[10] 75.03

MPCCA[11] 76.25

SVM[12] 77.34

MTDA[13] 79.19

JOULE[12] 79.63

제안한 방법 97.00

Table 2. SYSU 3D HOI 데이터세트에 관한 

알고리즘 간 성능 비교 

Fig. 4. SYSU 3D HOI 데이터세트에 대한 confusion matrix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RGB 영상 입력만을 사용하여 행동 인식 분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학습의 성능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샘플링을 

통한 데이터 증대, SELU, 강화학습을 통한 모델 내 파라미터 변형 

방법을 사용하고 데이터 세트의 테스트데이터에 적용하여 높은 행동 

인식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다른 계층적 RNN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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