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0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5권 제5호, 2020년 9월 (JBE Vol. 25, No. 5, September 2020)

공연로봇을 위한 인간자세 추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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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연에 사용하는 로봇이 인간과의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본 성능 중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
서 로봇이 인간의 자세를 추정할 때 자세 인식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가능한 빠른 속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
공지능 기술의 대표적인 방식인 딥 러닝을 사용하여 인간의 자세를 추정할 경우, 인식의 정확도와 속도라는 두 가지 성능을 동시에 만
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 추론정확도가 높은 하향식 자세추정과 처리속도가 빠른 상향식 자세추정 중 하나를 선
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이 가진 장점을 모두 포함하면서 단점을 보완한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다중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해 상향식 자세추정과 물체검출을 병렬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상
향식 자세추정과 단항분류를 융합하는 방식이다. 실험을 통해 두 가지 방식 모두 속도가 개선됨을 증명했다. 공연로봇에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한다면, 관객과 신뢰도 높으며 보다 빠른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One of the basic tasks for robots to interact with humans is to quickly and accurately grasp human behavi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ccuracy of human pose recognition when the robot is estimating the human pose and to recognize it as 
quickly as possible. However, when the human pose is estimated using deep learning, which is a representative metho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cognition accuracy and speed are not satisfi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common to select one of a 
top-down method that has high inference accuracy or a bottom-up method that has high processing speed. In this paper, we propose 
two methods that complement the disadvantages while including both the advantages of the two methods mentioned above. The first 
is to perform parallel inference on the server using multi GPU, and the second is to mix bottom-up and One-class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both of the methods presented in this paper showed improvement in speed. If these two methods are 
applied to the entertainment robot, it is expected that a highly reliable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can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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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연로봇이 관객과 상호작용을 잘 수행할수록, 관객은

공연에 깊게 몰입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관객의 행동에 반응하는 공연로봇 시스템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2][3]. 특히 근래에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딥 러닝 기반의 자세추정 기술은 관객의 행동을 추론

하는 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 딥 러닝 기반의 자세

추정은 사용 목적에 따라 추론정확도가 높은 하향식 자세

추정(Top-down Pose estimation)과 처리속도가 빠른 상향

식 자세추정(Bottom-up Pose estimation)으로 나뉘어 사용

되고 있다[5]. 그러나 하향식 자세추정은 처리속도가 낮아서

실시간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며, 상향식 자세추정은 인간이

아닌 물체도 인간으로 판별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세 추론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관객과 공연로봇의 상

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식 속도가

빠르면서도 인간의 판별 정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새로

운 자세추정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자세추정방법으로 다중 그래픽 처

리 장치(GPU, Graphic Process Unit)를 활용하여 서버에서

병렬 추론을 진행하는 방법과 기존의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One-class Classification)를 융합하는 두 가지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공연로봇의 자세추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로 다중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서버에서 자세 추정

과 물체 검출을 병렬로 추론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리

고 두 번째로 기존에 사용되는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

류를 융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새로운

방식은 추론 속도와 인간 판별 정확도에서 장점이 있으며

공연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다중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한 병렬 추론

1.1 다중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한 병렬 추론 방법론
모든 로봇을 서버에 연결하여 통제할 수 있는 공연 환경

의 경우, 서버에 다중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설치하고 물체검

출과 자세추정을 병렬로 처리하여 추론 성능 및 인식 속도

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의 하향식 자세추정 방법

은 물체검출과 자세추정 과정이 직렬로 되어 있어서 사람

을 검출하여 이미지 상의 위치와 크기를 bounding box로
저장하고, 각 bounding box 내에 사람이 있다는 가정 하에

자세를 추정한다. 이 두 과정을 각각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할당하여 서버에서 병렬로 처리하고 두 결과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면 인식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병렬추론을 위해서는 물체검출과 자세추정 처리를 담당

하는 노드를 분리한 후 두 노드가 동시에 한 이미지에 접근

해야 한다. 카메라로 입력된 이미지는 서버의 공유 메모리

에 저장되며, 물체검출과 자세추정 노드는 공유 메모리에

저장된 이미지에 접근하여 추론과정을 진행한다. 두 노드

에서 추론이 끝나면 각 결과 값이 융합 노드에 전달된다. 
융합 노드는 두 노드의 결과영역들의 교차영역의 넓이를

합영역으로 나눈 IoU(Intersection of Union)값을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IoU값이 0.6 이상인 결과들을 인간의 자세로

추정한다. 그림 1은 병렬추론 방법의 구조의 도식도이다. 
그림 2는 병렬 추론의 결과 이미지다. 청색 사각형은 자

세추정 노드에서 검출된 bounding box이고, 녹색 사각형은

물체검출 노드에서 검출된 bounding box다. 좌측 이미지에

서는 자세추정 노드와 물체검출 노드에서 각각 세 개씩

bounding box를 검출했고, 융합노드에서 얻은 IoU값들을

상단에 적색 글씨로 표기했다. 즉, 왼쪽 이미지에서 세 사람

의 자세를 추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간 그림

은 자세추정 노드가 두 개 물체의 자세를 추정하여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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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사각형을씌웠으나 물체검출 노드에서는 하나의 물체

만 사람이라고 추정하여 한 물체만 녹색 사각형을 씌우고

있다. 즉, 청색 사각형만 표현된 물체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세를 추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청색과 녹색 사각형

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체의 IoU 값을 계산한뒤해당 물체

의 자세만 사람의 자세라고 추정한 경우다. 우측 그림은 자

세추정 노드에서 하나의 물체에서 자세를 추정하였으나 물

체검출 노드에서는 어떠한 물체도 사람으로 추정하지않았

기 때문에 IoU 값을 가진 사각형이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 실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병렬 추론 방법으로 사람이

아닌 물체를 필터링하고 인간의 자세만 추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2 다중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한 병렬 추론 속도 측정
및 추론 시험 결과

추론 속도의 실시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병렬 추론 방식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는

Intel(R) Xeon(R) CPU E5-2609 v4와 NVIDIA Titan XP 
두 기가 사용되었다. 물체검출모델은 SSD MobileNet v2[6]

를 사용하였고, 자세추정모델은 PoseNet[4]을 사용하였다. 
추론정확도는 물체검출모델의 정확도에 비례하며, 본 논문

에서 사용한 SSD MobileNet v2의 정확도는 COCO mAP 
(mean Average Precision) 22이다. 

FPS
(Frames per 

second)

Shared 
Time
(ms)

Inference 
Time
(ms)

Total Time
(ms)

Object 
Detection

14 2.02
40.63

70.55
Pose 

Estimation 11.36

표 1. 물체검출과 자세추정을 기존 방식인 직렬로 추론한 결과
Table 1. Serial processing result of Object detection and Pose estimation

FPS
(Frames 

per 
second)

Shared 
Time
(ms)

Inference 
Time
(ms)

Process 
Time
(ms)

Total Time
(ms)

Object 
Detection 19 2.01 48.38 51.08

51.08
Pose 

Estimation 40 1.99 10.01 23.32

표 2. 모델에 각자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할당하여 병렬로 처리한 결과
Table 2. Parallel processing result by assigning GPU to each model

메모리 공유 처리시간은 물체검출과 자세추정 과정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한 것이다. 공유 메모리를 읽고 쓰는 시간은 해상도

그림 2. 병렬 추론 방식을 사용한 자세추정 노드(청색 사각형)과 물체검출 노드(녹색 사각형)의 추론 결과
Fig. 2. Inference results of Object Detection (green) and Pose estimation (blue) 

그림 1. 다중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한 병렬 추론 구조
Fig. 1. Structure of Parallel inference using multi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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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x480 기준으로 약 2ms를 소요한다. 
물체검출과 자세추정을 기존 방식인 직렬로 추론할 경우

표 1과 같이 70.55ms의 시간이 필요하고, 병렬로 추론할

경우 표 2와같이 51.08ms의 시간이 필요하다. 소모시간을

보면알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병렬추

론을 할 경우 직렬추론과비교하여 19.47ms의 개선이 이루

어짐을알수 있다. 다중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한 병렬추

론은 표 2와 같이, 초당 15회 이상인 19회 가량의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보장한다. 
그림 3은 COCO 2014 validation 데이터세트의 병렬 추

그림 3. 자세추정 + 물체검출 결과
Fig. 3. Result of Pose estimation + Objec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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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적용한 다양한 결과 이미지들이다. 자세추정 노드에

서 인간의 자세라고 추정되었지만, 퓨전 노드에서 물체검

출 노드의 검출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이 아닌 것으로 분류

된 결과를 적색 사각형으로 표시했고, 인간으로 분류된 결

과를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자세추정 노드에서 인

간의 자세로 추정된 물체 중 대부분은 물체검출 노드에서

도 인간으로 검출했지만, 물체검출 노드가 비인간으로 판

별하거나 아예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특
히 이미지 상으로 신체의 일부만 드러난경우, 이러한 현상

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주요부분들을 기반으로 결과를 추

론하는 자세추정 노드와 물체 자체를 검출하는 물체검출

노드의 차이점에서 비롯된다. 
자세추정 노드는 주요 지점을 추정함에 있어 인정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탐지하는 물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물체

검출 노드를 통해오탐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본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2.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자세 추론

2.1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자세 추론 방법론

하향식 자세추정이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체검출과 자세추정 연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간

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의 하향식 자세추정 방

법에서 물체검출 과정은 인간 이외의 물체도 검출 가능한

모델이다. 즉, 인간 이외의 물체도 검출하는 region pro-
posal 과정을 거침으로써 인간의 자세추정만 필요한 상황

임에도불필요한 연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물체 검출 대신

인간인지 비인간인지만 구분하면 되는 단항분류를 상향식

자세추정에 접목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산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상향식 자세추정 방법은 실시간성을 보장

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추정결과를 인간

이라고 검증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물체를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연로봇이 인

간과 상호작용할 때, 사람이 아닌 물체에 반응하여큰문제

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림 4는 인간이 아닌 물체를

인간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향식 자세추

정과 단항분류를 함께 사용하여 실시간 자세 추론에 필요

한 속도를 확보하면서 인간 인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 잘못 인식된 상향식 자세추정
Fig. 4. Wrong inference result of bottom-up Pose estimation

그림 5. 하향식 자세추정과 상향식 자세추정 + 단항분류 구조
Fig. 5. Structure of Object detection and bottom-up + One-clas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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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방식과

하향식 자세추정 방식을 비교한 간략도이다. 하향식 자세

추정 방식은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region proposal 과
bounding box regressor[7] 구간을 포함하는 물체 검출 과정

을 거친다.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방식에

서는 하향식 자세 추정 방식의 물체 검출 과정을 자세추정

으로 대체하여 bounding box 검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방식의 과정은 그

림 6과같다. 자세추정 모델은 인체 주요 지점의 위치를 파

악하고 신뢰도를 측정하여 결과로 내보낸다. 이를 단항분

류 모델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체 주요 지점의

위치를 바탕으로 물체의 전체 영역을 추정하여 15% 확장

시킨 후 bounding box를생성하였다. 각각의 bounding box
마다 인간인지 아닌지 단항분류를 진행한다. 

2.2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자세 추론 속도
측정 및 추론 시험 결과

실험을 위해 Intel(R) Xeon(R) CPU E5-2609 v4와
NVIDIA Titan XP로 환경을 조성했다. 단항분류는 단항분

류의 여러 방법들 중 정상, 비정상 데이터를 학습하여 판별

하는 Supervised Anomaly Detection[8] 방법을 사용했다. 분
류 모델은 VGGNet[9]을 변형하여 사용했다. 표 3은
640x480 크기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

항분류를 적용한 추론에 소모된 평균 시간을 정리한 것이

다. 다중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한 병렬 추론의소모시간

인 51.08ms와 비교해보면,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추론의소모시간이 38.92ms로, 12.16ms 더 빠른 것

이 확인된다.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자세

추론은초당 24회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 그래픽 처

리 장치를 사용한 병렬 추론에비해 실시간성이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PS
(Frames per 

second)

Shared Time
(ms)

Inference 
Time
(ms)

Total Time
(ms)

Object 
Detection

24 2.11
5.53

38.92
Pose 

Estimation 11.08

표 3. 상향식 자세추정 + 단항분류에 소요되는 시간
Table 3. Time table of Bottom-up + One-class Classification

그림 7은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추론 방

법의 결과를 보여준다. 상향식 자세추정에 의해서 그림 7의
좌측과 같이 인간이 아닌 물체의 자세가 감지되어도 단항

분류를 사용하여 인간이 아닌 것을 분류하여 판별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7. 상향식자세추정에단항분류를적용한결과. (좌)인간이아닌물체
를 판별함 (우)자세추정 후 인간으로 판별
Fig. 7. (left) none human (right) human

그림 6.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자세 추론 구조
Fig. 6. Inference process applying One-class Classification to Bottom-up Pos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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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기존 하향식 자세추정은 얻을 수 있는 높은 신뢰도에비

해 물체를 검출하는 과정과 자세를 추정하는 과정을 직렬

로 추론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반대로 기존 상향식 자세추정은 실시간성은

보장하지만, 추론된 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전

체 추론과정을 상향식 자세추정 과정과 물체검출 과정으로

나누어 병렬로 추론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속도의 개선

을 도모했다. 병렬추론의 실험결과, 기존의 직렬추론에 비

해 평균 추론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했다. 또한 상향식

자세추정의 단점인 낮은 인간 판별 정확도를 물체검출과

융합하여 하향식 자세추정과 유사한 검증이 가능하게 했다. 
병렬추론을 위해서는 다수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하

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 그래픽 처리 장치로도짧은 추

론시간과 정확도 검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방식을 제시했다. 
상향식 자세추정에 단항분류를 적용한 방식은 병렬 추론

방식과 동일하게 판별에 대한 검증과정이 존재하면서 단일

그래픽 처리 장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론속도 측면에서

도 우세하다. 다만,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단항분류모

델 학습을 시도했으나 높은 정확도의 모델을 개발하지 못

했다. 
단항분류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인간, 비인간에 대한 데

이터세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세트 중 명확한

비인간 데이터 세트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문제로

충분한 성능을 가진 모델 학습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론은 특정 단항분류 모델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양질의 데이터세트만 확보할 수 있다면, 높은 정

확도를 가진 단항분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된 모델을 상향식 자세추정과 융합한다면 앞서 제시된 병

렬 추론 방식과 더불어 공연로봇이 관객과 신뢰도 높은 상

호작용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Future work

단항분류 방식은 ROI pooling layer[10]와같이 추가로 최

적화가능한 여러 기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성능 향

상의 가능성이 있다. 상향식 자세추정 + 단항분류 방식은

자세추정 과정에서 인식된 물체의 수만큼 이미지 크기 변

환이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검출된 물체의 수만큼연산량

이 증가한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OI pool-
ing layer를 추가하여 bounding box 마다 각각의 이미지 크

기변환 연산이 필요없이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자세추정 방법을 개발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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