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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사회는 생활과 개성이 요시 되면서 개인화된 생활습 패턴이 생기고 있으며, 잘못된 생활습 으로 인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알맞은 시간에 응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건강과 질병 리에 필요한 개인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통해 스스로 리할 수 있는 정보와

응 상황에 맞는 어가 필요하다. 딥러닝 에서 CNN은 데이터의 분류 측에 효율 으로 사용된다. CNN은 데이터

특징에 따라 정확도 처리 속도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실시간 헬스 어를 해 처리속도 향상과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질환 리를 한 Mask R-CNN을 이용한 모션 모니터링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Mask

R-CNN을 이용하여 CNN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사용자의 모션을 신경망에 학습시킨 후 사용자의

모션이 학습된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리법을 피드백 해주고 보호자에게 응 상황을 알릴 수 있으며 상황

에 맞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 어 : CNN, 휴먼모션, 헬스 어, 딥러닝, Mask R-CNN, 개인건강기록

Abstract  In modern society, lifestyle and individuality are important, and personalized lifestyle and patterns are 

emerg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articulation diseases is increasing due to wrong living habits.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s, there is a case where emergency care is not received at the appropriate time. 

We need information that can be managed by ourselves through accurate analysis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condition for health and disease management, and care appropriate to the emergency situation. It is effectively used 

for classification and prediction of data using CNN in deep learning. CNN differs in accuracy and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the data feat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cessing speed and accuracy for real-time 

healthcare. In this paper, we propose motion monitoring using Mask R-CNN for articulation disease management. 

The proposed method uses Mask R-CNN which is superior in accuracy and processing time than CNN. After the 

user's motion is learned in the neural network, if the user's motion is different from the learned data, the control 

method can be fed back to the user, the emergency situation can be informed to the guardian, and appropriate 

methods can be taken according to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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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의료산업에서 융합기술에 한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헬스 어 산업이 각 받고 있다. 사회는 개성있는

직업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과도한 운동, 잘못된 자세

등 무리한 움직임으로 탈골, 디스크 등의 여러 질환

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환은 부 에 따라 원인이 다

양하다. 척추 의 경우 고강도의 일의 반복이나 잘못

된 생활습 이 표 인 원인이다. 한 무릎이나 팔꿈

치 등 신체를 많이 쓰는 노동자나 운동선수에게 흔히 나

타나는 질병이다[1].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잘못된 자세

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을 인지시켜 질환에 한

리가 필요하다. 한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응 상황

에 한 응 처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호자에

게 응 상황을 알려 상황에 맞는 응 처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3]

딥러닝 기술이 차 발 하고 있으며 CNN에서는 이

미지분류, 상인식 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CNN

은 특징을 추출하여 효과 인 분류가 가능하다. 한, 원

시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학습속도, 계산량, 정확도에 차

이가 있다[4]. 실시간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질환 리를 한 Mask R-CNN

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

자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개인의모션이 포함된

상을 헬스 랫폼에 송한다. 헬스 랫폼에서 Mask

R-CNN기반 모션 분석 랫폼으로 사용자 모션 분석을

요청한다. Mask R-CNN에서는 송받은 사용자의 모션

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헬스 랫폼에서 잘못된 자세

를 바로 잡아주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한 평소 패턴과

다른 상태의 경우 보호자에게 응 상황 알림 서비

스를 제공한다.

2. 련연

딥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여 측한다.

Recurrent Neural Network(RNN)는 유 자, 음성신호

등의 패턴인식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5].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는 이미지 분석, 움직임 분석 등

인식을 통해 분류하고 측하는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5,6]. 이미지 분석 방법에는 R-CNN, Fast R-CNN,

Faster R-CNN, Mask R-CNN 등이 사용되고 있다.

R-CNN은 바운딩 박스를 찾기 해서 선택탐색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 선택탐색 알고리즘은 이미지에서 객체의

후보 역을 찾기 한 알고리즘으로 이미지의 색, 패턴

등이 유사하고 인 한 픽셀을 병합하여 분석할 이미지

역을 찾아낸다. 찾아낸 이미지는 CNN의 입력 데이터

이며 CNN의 마지막 단계에서 SVM을 사용하여 이미지

를 분류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한 선

형회귀 모델을 사용한다. Fast R-CNN은 이미지를 분류

할 때마다 선택탐색, SVM, 선형회귀 모델의 3가지를 사

용하는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해 RolPool 개념을 도입

하 다. 선택탐색 알고리즘에서 탐색한 이미지의 해당

역을 추출하여 Pooling하며 CNN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한 SVM과 선형회귀 모델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훈련시킬 수 있다. Fast R-CNN의

속도를 높이기 해 Region proposal Network 단계를

CNN에 용시켜 CNN을 통과한 이미지의 각 좌표를 계

산하는 Faster R-CNN이 있다[7]. Region Proposal

Network는 이미지 에서 객체가 존재할 것으로 상되

는 치를 매핑한다. Mask R-CNN은 방법은 다른 방법

과는 다르게 박스 단 로 이미지 역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픽셀 단 로 이미지 역을 탐색한다. 이는 정확

도와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8].

X. B Peng, et. al.[9]이 제안한 훈련된 캐릭터에 한

제어 수단을 한 데이터 기반심층 강화 학습 임워

크는 혼란이 없을 때 모션 캡처데이터와 차이없는자연

스러운 동작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임워크는 다양한

캐릭터, 작업 환경에 맞게 기술을 변경할수 있으며, 여러

수단과 기술을 복합 으로 결합이 가능하다. 이는 데이

터 변환, 크기, 소요시간에 한 문제가 있다. 변환 문제

는 제어 수단에 따른 상 변수가 기 동작과 동기화되

어 시간에 따라 선형 인 데이터로 변환해야 모션의 타

이 을 조 할 수 있다. 멀티클립 통합 근법은 은 수

의 클립에 합하지만 형 모션 라이 러리에서 제약이

있다. 한 학습에 필요한 소요시간이 많은 단 을 가지

고 있다.

훈련된 캐릭터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동

물들을 찰하기 해서 D. Wang, J.L Tang, W.J Zhu,

H. Li, J. Xin, D.J He[7]은 감시용 비디오에서 Faster

R-CNN 기반의 염소 농장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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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효율성과 정확도가 낮아 감시용 비디오에 익숙

하지 않는 Faster R-CNN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상

에서 주요 임 추출, 경 분할, 지역 제한 등을 포함

한 경계를 선택함으로서 효율성과 정확도를향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Fig. 1은 Faster R-CNN

구조를 나타낸다.

Fig. 1. Faster R-CNN structure

Fig. 1에서 동 상을 임으로 분할하여 컨볼루션

이어를 통과하게되면 특징 맵을 추출할 수있다. 추출

한 특징 맵에서 정확도를 더 향상시키기 해 Region

proposal 단계를 CNN에 용시켜 객체가 존재할 것으로

상되는 치를 매핑한다.

3. 질환 방   Mask 

R-CNN  용   니터링

3.1 사용   수집 및 처리

사용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운동하는 모션, 일상생활에서의 모션 등을 동 상 형태

로 헬스 랫폼에 송한다. 헬스 랫폼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의 처리 작업을 진행한다. Fig. 2는 비디오 데이

터 처리 구성도를 나타낸다.

Fig. 2. Video Data Preprocess diagram

처리 작업은 송된 동 상 데이터를 OpenCV[10]

를 이용하여 임 단 로 구분하여 나 고 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벡터 형태로 변환한다. OpenCV는 실시간으

로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다. 벡터는 데이터의 수치를

다차원의 배열로 표 한 것이다. 벡터는 텐서 로우[11]

에서 연산하여 모션에 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텐서

로우는 데이터의 흐름을 수치로 연산할 수 있으며 기계

학습 심층신경망의 연구용으로 구 의 AI 연구 에서

개발되었다.

3.2 질환 방   Mask R-CNN  용

  분

신경망에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해 COCO(Common

Objects in Context) 데이터셋[12]을 이용하여사람을 구

분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이미지 데이터 셋은 라벨링 된

30만개의 학습 이미지와 20만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

할 수 있다. 학습은 R-CNN 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Mask R-CNN을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 셋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범 를 픽셀 단 로 인식한다. 인식된 사람의

골격은 휴먼노이드 모델에 사용되는각 3개의 팔골격, 각

3개의 다리골격, 골반, 몸통, 어깨, 목으로 16개의 골격의

치를 확인한다. Mask R-CNN 키포인트 학습을 통하

여 골격 사이의 치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휴

먼 모션 분석이 필요한 동 상은 학습된 Mask R-CNN

을 통하여 분석 과정을 통해 입력된 동 상에 있는 사람

의 의 치와 골격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골격의 움

직임은 을 꼭짓 으로 하여 인 한 두개의 골격간의

각도로 표 한다. 각 들의 각도를 임단 로 수

집하여 동 상 속 사람의 모션 데이터 셋으로 구성한다.

구성된 모션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자주 사용

하는 의 모션에 한 패턴을 분석한다.

패턴 분석에는 RNN 종류 Long Short-Term

Memory models(LSTM)[13]을 이용한다. 우선 일반 인

사람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여 LSTM을 통해 학습한

다. 사람의 움직임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사용자 개인에

맞추어 오버피 이 되도록 학습한다. 오버피 [14]은 테

스트에 사용된 특정 하나의 입력 데이터가 무 정확하

게 학습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특정 데이터를 단하면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인다. 다른 데이터를 학습시

킬 경우 정확도가 격히감소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개인 맞춤형 모니터링을 해 오버피 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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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 이용하여 학습시의 오버피 된 데이터를 사용

자의 정상 인 상태로 단하는데 사용한다. 사용자 개

인에 맞춤 학습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학습과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 테스트 진행 에 오버피 된 LSTM

에서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인식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를 들어, 평소에 사용자

의 걷는 행동을 주로 학습하 다가 기존 학습된 데이터

와 30% 이하로 다른 모션을 보일경우 경고 메시지를 보

내며, 30%~50% 이하로 다른 모션을 보일 경우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피드백 역할을 한다. 한

50%~100% 다른 모션 패턴을 보일경우에 이상 상황으로

분석되어 기존 입력된 보호자에게 응 상황을알리며 상

황에알맞은응 처치를진행할수 있도록 한다. Fig. 3은

Mask R-CNN 기반 모니터링 로세스를 나타낸다.

Fig. 3. Mask R-CNN based monitoring process

Fig. 3에서 사용자는 헬스 랫폼에 평상시 모션에

한 상 기록을 송한다. 송된 상기록은 헬스 랫

폼에서 Mask R-CNN기반 모션 분석 랫폼으로 사용자

모션 분석을 요청한다. Mask R-CNN에서는 송받은

사용자의 모션을 임으로 분할 된이미지로 구성하여

학습하고 분석한 결과를 헬스 랫폼으로 재 송한다.

학습된 데이터와 사용자의 모션과 비교하여패턴의 일치

율에 따라 30% 이하는 사용자에게 경고, 30%-50%일 경

우 자세 교정에 한 정보를 피드백하게 되고, 50% 이상

다른 패턴이 인식되었을 경우에 응 상황으로 단하여

환자의 보호자에게 응 상황을 송하며 알맞은응 처

치를 진행한다.

4.  및 능평가

COCO(Common Objects in Context) 데이터 셋을 이

용하여 트 이닝을 마친 Mask R-CNN의 사람 인식 능

력은 높은 정확도를 보여 다. 본 논문에서 성능평가에

사용된 동 상은 FHD(Full High Definition)(1920x1080)

의 해상도이다. 한 명의 사람이 화면상에 존재하는 경우

99.99%의 인식률을 보여 다. 한 이때에 화면상에

신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모든 키포인트의 인식은 95%

의 인식률을 보여 다. Fig. 4는 평상시에 사용자의 동작

에 따른 모션 분석 결과이다.

Fig. 4. Motion analysis according to user action

사람의 상반신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이 확인되는

경우와 비슷한 인식률을 보여주지만, 키포인트 인식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잘못분석된 결과는 LSTM으로

학습 분석하는 단계에서 크게 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허용되는 오차 범 내 모션 데이터 셋은 패턴을

분석할 때 양질의 결과를 가져온다.

Fig. 4는 사용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

는 모션을 연속 임으로 나타낸다. 연속 임에서

목 어깨, 팔, 다리 골격을 분석하여 나타낸다. 모션의 패

턴을 학습하게 되며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에서 사용자

는 무릎과 팔꿈치에 변화가 있다. 만약 사용자가 앉았다

가 일어나는 순간에 넘어지는 패턴이 인식될 경우 학습

된 데이터와 100%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에 이상

이 있다고 단하게 된다. Table 1은이미지 분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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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CNN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는 1080p, 30fps, 5 분량

의 4개의 동 상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하 다. 알고리즘

당 각 동 상별 10회 테스트를 진행하여 나타낸 평균 수

치로 평가 결과 R-CNN의 정확도는 37%, Fast R-CNN

은 48 %, Faster R-CNN 51%, Mask R-CNN은 95%로

Mask R-CNN을 이용한 경우, 정확도가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 한 이미지 한 개당 테스트 소요에 시간이

R-CNN 50sec, Fast R-CNN 2sec, Faster R-CNN

0.2sec, Mask R-CNN이 0.02sec로 테스트에소요되는 시

간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CNN type for image analysis

R-CNN
Fast

R-CNN
Faster
R-CNN

Mask
R-CNN

Test time /
image

50sec 2sec 0.2sec 0.02sec

Precision 37% 48% 51% 95%

5. 결론

사회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자연스 잘못된 자세

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에 따라 디스크 등의 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환은 신체 부 에 따라 다

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응 상황에 한 한 응 처치를 진행할 수 있는 방

법이필요하다. 4차 산업 명은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이

각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측 분

석 방법이발 하고 있다. 신경망 종류 CNN은 이미지

분석, 움직임 분석을 한 인식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미지 분석 방법에는 R-CNN, Fast R-CNN,

Faster R-CNN, Mask R-CNN이있다. 이미지 분석 방법

에 따른 성능평가에서는 Mask　R-CNN의 방법이 이미

지 분석 속도와 정확도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게 평가

되었다. Mask R-CNN은 방법은 픽셀 단 로 이미지

역을 자세하게 탐색한다. 따라서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환 리를 한

Mask R-CNN을 이용한 모션 모니터링을 개발하 다.

개발한 방법은 사용자가 스마트 디바이스, 헬스 디바이

스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활동 모션을 헬스 랫폼에

송한다. 송받은 모션데이터는 OepnCV를 통해 상을

임 단 로 분리하여 이미지로 생성한다. 이는 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차원 배열의 텐서로 변환하여 텐서

로우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연산한다. 처리된 데이터

는 헬스 랫폼에서 Mask R-CNN 기반 모션 분석 랫

폼으로 사용자 모션 분석을 요청한다. Mask R-CNN에

서 사용자의 모션에 따라 의 움직임을 학습하고 분

석한다. 분석한 결과를 헬스 랫폼에 재 송하게 되며

학습된 데이터와 사용자의 모션이 평소와 다른 상태

가 발견될 경우 일치율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고,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피드백과 보호자에게 응 상황을

알림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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