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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경로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보행자들이 현재 시점 이후로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는지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과 경로 예측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간소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 운용을 

위해 작은 네트워크에 대하여 KD(Knowledge Distillation)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예측된 미래 경로와 위험구

역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진입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작은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효율적인 KD를 적용하여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간소화 기법을 적용한 모델이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37.49%의 속도 

향상 대비 미미한 정확도 저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91.43%의 정확도를 가진 작은 네트워크를 KD
를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 94.76%의 향상된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predicting in advance whether pedestrians will enter the hazardous area after 
the current time using the pedestrian trajectory prediction method and an efficient simplification method of the trajectory 
prediction network. In addition, we propose a method to apply KD(Knowledge Distillation) to a small network for 
real-time operation in an embedded environment.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predicted future paths and hazard zones, 
we determined whether to enter or not, and applied efficient KD when learning small networks to minimize performance 
degradation. Experiment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l applied with the simplification method proposed improved 
the speed by 37.49%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 but led to a slight decrease in accuracy. As a result of learning 
a small network with an initial accuracy of 91.43% using KD, It was confirmed that it has improved accuracy of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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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은 안전장치 및 솔

루션에 대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주목받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1] 산업재해는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인간의 안전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분석 기술이 발

전하여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장비 식

별, 결함 장비 탐지와 같은 실용적인 분야[2-6]에 응용되

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딥러닝 기반

의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현장에서 앞으로 어

떤 상황이 벌어질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면 인명피해

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 시점으로부터 특정 시간이 지난 후의 상황을 예측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인간의 행동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초점을 둔 미래의 예측은 가능성이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보행자 경로 예

측은 대상과 주변 인파의 다양한 보행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경로를 기반으로 미래의 경로를 추정하는 

sequence-to-sequence 형태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경로 

예측은 인간의 행동 예측[7,8], 군중 이동 분석[9], 사람 

카운트[10], 비정상 움직임 감지[11], 교통량 흐름 세분

화[12]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의 보

행 경로는 위치 좌표의 집합으로 구성된 정보이기 때문

에 기존의 객체 검출 및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구축도 용이하고 현재 이후의 경로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 예측이라는 문제에 적용되기 적합

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 1과 같이 보행자 경로 예측 기

법을 통해 추정된 미래의 경로를 이용하여 고정된 위험

구역으로 진입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현장에 서버 및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기에는 고가의 비용과 다채널 운용에 따른 네

트워크 부하 및 관리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려

움이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삽입된 딥러닝 임베디드 카

메라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임베디드 모듈에서 빠른 처리가 가능하여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성능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서버에서 성능 위주로 개발

된 모델을 이용하기에는 모델의 용량 크기 제한 및 임베

디드 보드에서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하여 활용되기 어

려웠다. 그래서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동작 가

능한 경량의 모델 개발을 위해 가지치기, 양자화, 연산 

간소화 등 다양한 모델 경량화 및 압축 방법[13-15]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모델의 크기와 성능과는 

trade-off 관계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네트워크에서 성

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KD(Knowledge 
Distillation)는 학습된 큰 네트워크로부터 작은 네트워

크에 지식을 전달하여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임베디드 환경에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는 작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습 시 사전 학습된 

큰 네트워크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Fig. 1 Scheme to predict whether pedestrians enter hazardous areas using trajectory predic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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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간소화된 보

행자 경로 예측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험구역 진입 여부 결정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 동작이 가능한 가벼운 네트워크를 학

습할 때 모델 경량화로 인한 성능 열화를 최소화하는 회

귀에 대한 KD 기법을 제안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보행자 

경로 예측 및 KD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보행자 경로 예측 기법을 이용한 위험구역 진입 결정 및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예측 성능은 유사하나 빠른 처리

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간소화 방법에 대해 다룬

다. 이어서 회귀 문제에 KD를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경로 예측 기법을 이용한 위

험구역 진입 여부 분류 결과 및 경로 예측 기법에 KD를 

적용하여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Ⅱ. 보행자 경로 예측 및 회귀에 대한 
knowledge distillation 관련 연구

다양한 컴퓨터 비전 작업에 있어 기존 패턴분석 기법

과 비교하여 딥러닝 기법의 성능이 우수하여 보행자 경

로 예측 분야에도 딥러닝 기반 기법이 도입되었다. 
Behavior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16]은 

모든 보행자들의 과거 경로를 이미지 도메인에서 변위 

지도로 표현하고 CNN을 통해 각 보행자의 미래 경로 

예측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미래의 시간에 주위 이웃과

의 잠재적인 상호 관계를 모델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먼 거리에서 대상 보행자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보행

자는 대상 보행자의 경로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먼 거리에서 서 있는 보행자의 위치도 대상 보행자의 보

행방향과 겹치면 보행방향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social LSTM(Long Short Term 
Memory)[17]이 제안되었다. Social pooling layer를 통

해서 미래에도 다수의 보행자 간의 상호 의존성을 포착

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보행자들 간에 

경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화하지 못했다. SR-LSTM 
(State Refinement for LSTM)[18]은 기존의 LSTM 네트

워크가 동료와는 인접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아닌 경

우에는 피해가는 보행자들의 사회적 행동을 분석할 때 

과거의 경로만 고려하고 현재의 상태는 중요하게 여기

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STM에 데이터 기반

의 상태 개선 모듈을 적용하였다. Social ways[19]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하여 장

면의 모든 대상에 대해 그럴듯한 경로를 예측하고 샘플

링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L2 손실함수를 이용하

여 학습할 때 빠른 수렴에도 비슷한 경로만 생성하는 모

드 붕괴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깊은 신경망 모델을 압축하는 것은 해당 모델을 모바

일 장치에 배포하는 것과 같은 실제 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이다. KD는 teacher 모델의 정보

를 student 모델에 전달하여 student 모델에서 teacher 모
델과 비슷한 성능을 갖도록 하는 모델 압축 방법이고 이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

만 이러한 연구들은 분류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고 회귀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20] 분류를 위한 KD 방
법[21-27]은 ground truth에 대한 오류는 고려하지 않고 

teacher 정보를 오로지 신뢰한다. 특정 부류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분류와 다르게 회귀는 제한되지 않은 실제 값

으로 예측 결과가 표현되기 때문에 때로는 student 네트

워크에 매우 어긋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회

귀 문제에 대한 KD의 연구[28-31]는 teacher 네트워크

의 회귀 결과를 직접 이용하기 보다는 student 네트워크

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한선으로 활용하거나 조건을 두

어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전달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LSTM을 이용하여 과거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장면의 모든 보행자의 사회적 행동 및 현재 이

웃들의 상태를 고려한 보행자 예측 기법[32]을 참조하

여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는지를 결정한다. 

Ⅲ.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간소화된 경로 예측 
및 KD 기법

산업현장에서 경로 예측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면에 존재하는 모든 보행자에 대한 경로 정보가 

필요하다. 사람 검출 및 추적 기법을 이용하면 경로 예

측 기법의 입력정보인 과거의 경로 정보를 생성할 수 있

고 영상 분할을 이용하면 위험구역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화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딥러닝 기반의 모듈이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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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시스템의 실시간 동작을 위해서는 각 분석 모듈이 최

대한 빠른 속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임베디드 보드에서 

실시간 동작이 가능한 작은 네트워크는 예측 성능이 떨

어져서 적용하기 어려운데 KD를 이용하면 큰 네트워크

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3.1. 보행자 경로 예측을 이용한 위험구역 진입 여부 결정

모델을 통해 예측된 보행자 경로가 위험구역으로 진

입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결정방법을 정의해야 한다. 예측 경로는 그림 2에서 표

현한 것과 같이 시간 순서에 따른 위치 좌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위치 좌표를 독립적으로 위험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로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에는 너무 많은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예측 경로 중에

서 현재 위치와 시간 순서로 보았을 때 가장 가까운 위

치는 마지막 위치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예측 경로 중 마지막 

위치만을 고려하여 위험구역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

별하여 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진입 여부 결정에 모호할 때가 예측 경로의 종점이 위험

구역 밖에 위치하는데 중간 위치가 위험구역 내에 위치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위치는 이전 위치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변위를 추정하여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

가 아닌 실수나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것으

로 해석하여 진입하지 않은 경우로 결정한다. 

3.2. 간소화된 보행자 경로 예측 기법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환경에서 보행자들 간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는 경로 예측 모델의 원활한 동작을 위

해 [32]의 네트워크를 그림 3과 같이 간단한 구조의 네

트워크로 간소화하였다. 그 구조는 단일 LSTM을 이용

하여 과거 경로 분석을 위한 motion encoder, 보행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특징 벡터화하기 위한 location encoder, 
주변 이웃 보행자 간의 공간적 인접성 기반의 상호관계

를 나타내기 위한 crowd interaction, 현재 위치에서부터 

미래 경로 변위 예측을 위하여 하나의 fully connected 
layer만을 활용한 displacement prediction의 네 가지 모

듈로 구성된다. 그리고 추정된 위치를 이용하여 학습할 

때 개선된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간소화된 네트워크에

서 높은 성능을 보이도록 하였다. 

3.2.1. 단일 LSTM을 이용한 motion encoder module
Motion encoder module은 보행자들의 다양한 움직임 

패턴을 모델링하기 위해 설계된다. LSTM이 시계열의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보행자들의 움직임 정보를 LSTM을 통해서 인코딩

한다. 


  

 … 
  (1)

식 (1)은 motion encoder module의 입출력 관계를 나

타내는 식으로 
은 보행자 의 t 시간의 공간 좌표, 

 는 

입출력 함수의 결과를 나타낸다. ∙는 단일 LSTM
으로 구성된 입출력 함수로 기존 기법에서 사용한 

stacked LSTM 및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 모듈

에 비해 빠른 수행을 위한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3.2.2. Location encoder module과 crowd interaction 
module

각 보행자의 현재 위치 좌표를 인코딩하여 다차원의 

Fig. 2 Scheme for determining whether pedestrian 
paths enter hazardous areas

Fig. 3 Architecture for pedestrian trajector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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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공간으로 사상하는 location encoder module과 대

상 및 주변 이웃 보행자 간의 공간적 인접성을 측정하여 

대상의 경로 변화에 주는 영향 정도를 표현하는 crowd 
interaction module은 [32]의 방법을 준용하였다.

3.2.3. 간소화된 displacement prediction module 
Displacement prediction module에서는 crowd interaction 

module을 통해 생성된 주위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고려

한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대상의 시간 T와 T+1 사이의 

위치 변위를 순차적으로 추정한다. 

 
  

  (2)

식 (2)와 같이 하나의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 

구조를 이용하고 는 fully connected layer의 파라미

터이다. 기존 기법에서는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MLP(Multi Layer Perceptron)를 이용하였으나 빠른 연

산을 위해 간소화하였다. 또한 추정된 경로의 위치와 

ground truth 간의 제곱 합에 주위 이웃 사람의 수로 나

눈 기존의 손실함수 대신에 MSE(Mean Square Error) 
형태의 손실함수를 구성하여 학습하였다. 

3.3. 회귀 문제를 위한 KD 방법 

KD는 크기가 작은 네트워크도 큰 네트워크와 비슷

한 능력을 갖추도록 학습과정에서 큰 네트워크의 지식

을 작은 네트워크에게 전달하여 작은 네트워크의 성능

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분류 문제에서는 

dark knowledge[21] 개념을 이용하여 teacher 네트워크

에서 유실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잘 나타내고 student 
네트워크에 전달하여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켰다. 하지

만 회귀 문제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은 실제 값을 추정

하기 때문에 분류 문제에서와 같이 정보의 분포를 조절

하여 학습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teacher 
네트워크의 예측이 ground truth와 상반되면 오히려 

teacher 네트워크의 정보가 student 네트워크 학습에 방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런 오류를 피

하기 위해서 신뢰 가능한 teacher의 정보를 student에 전

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후의 간편한 설명을 위해 teacher 네트워크의 예측 

경로를 , student 네트워크의 예측 경로를 , ground 

truth 경로를 로 정의한다. 그리고 와  사이의 오

차를 teacher loss, 와  사이의 오차를 student loss, 

와 사이의 오차를 imitation loss라 한다.

3.3.1. Imitation loss를 이용한 부가적인 손실 함수 구성

student와 teacher 사이의 오차를 나타내는 imitation 
loss를 추가 항으로 둔다. 여기서 imitation loss는 네트워

크를 정규화하고 over-fitting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간주한다. 그래서 목적함수는 식 (3)과 같다.

  



  



║ ║
 ║ ║ (3)

여기서 는 scale factor로 student와 모방 손실함수 

사이의 균형을 위해 사용된다. 이 수식은 cross-entropy 
loss를 회귀 loss로 대체한 것을 제외하고 본래의 분류를 

위한 KD의 식과 유사하다.

3.3.2. 상한경계로의 teacher loss 이용

식 (3)은 teacher 네트워크가 대부분의 조건에서 아주 

우수한 일반화 능력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teacher가 ground truth와 정반대로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teacher에 관해서 student를 최소화하는 직

접적인 방법 대신에 teacher를 상한경계로 활용한다. 
Student 네트워크의 예측 결과가 가능한 ground truth와 

근접하도록 학습되어야 하는데 student loss가 teacher 
loss에 비해 작은 경우에는 student를 위한 추가적인 loss
는 부여하지 않는다. 즉, 불분명한 teacher의 정보는 사용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의 목적함수는 식 (4-5)와 같다.

  



  



║ ║
  (4)


 ║ ║ if ║ ║

 ║ ║


 
(5)

Ⅳ. 실험결과

4.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는 경로 예측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GC(Grand Central) 데이터 셋을 이용한다. 데이터 셋은 

25fps의 비디오에서 총 12,684명의 보행자에 대해 20 프
레임 간격으로 취득한 6,000 프레임의 위치 좌표로 구성

되어 있다. 실험에서는 5 프레임에 해당하는 경로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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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여 그 다음의 5 프레임의 경로를 예측한다. 그리고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한 이웃 보행자의 수

는 10명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T=5, N=10이 되고 실

제 시간으로 4초 후까지의 경로를 추정한다. 학습을 위

한 hyper parameter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임베디드 환

경에서 경로 예측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Nvidia 사의 jetson xavier nx 모델을 이용하였다. 

Batch size 256

Learning rate 0.002

Optimizer Adam

Epoch 1,000

Rate of data (train:val:test) 8:1:1

Table. 1 Hyper-parameters for deep learning

3장에서 설명한 경로 예측 기법을 통해 획득한 경로

와 진입 여부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보행자가 미래에 위

험구역으로 진입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위험

구역이 존재하는 산업 현장과 같은 공간의 영상 및 부가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 4와 같

이 유동 인구가 많고 출입구가 많아서 각 보행자들의 목

적 방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각 출입구를 위험구역으

로 정의하여 예측한 미래의 경로가 각 구역 내에 포함되

는지 아닌지를 이진 분류하여 정확도를 측정한다. 테스

트를 위한 데이터는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는 경로는 

4,069개, 진입하지 않는 경로는 24,391개로 구성된다. 
그림 4는 GC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위험구역은 빨간 타

원으로 표시하였다. 

Fig. 4 Grand central scene and red shaded hazardous 
areas

4.2. 임베디드 보드에서 보행자 경로 예측 성능 비교

임베디드 환경에서 빠른 보행자 경로 예측을 위해 간

소화한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표 2와 같고 각 모듈

의 은닉 노드의 크기를 나타낸다. 표 3은 임베디드 보드

에서 기존의 경로 예측 네트워크[32]와 제안하는 네트

워크 간의 모델 크기, 추론 속도, 위험구역 진입 정확도

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의 용량 크기 및 수행

속도를 상대적으로 약 40%만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

고 정확도는 0.1%만 감소된 것을 보아 제안하는 간소화 

구조가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idden size Remark

Location encoder 32 / 64 / 128 Multi layer perceptron 
(3-layer)

Motion encoder 128 1-LSTM 

Displacement 
prediction 128 Fully connected layer

Table. 2 Teacher network architecture

State-of-the-art[32] Proposed

Model size 2657.6 kb 946.1 kb

Inference time 15 fps 21 fps

Accuracy 95.69 % 95.59 %

Table. 3 Com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the existing 
state-of-the-art technique and the proposed technique 

그림 5는 제안하는 구조의 보행자 경로 예측 기법을 

이용한 위험구역 진입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보여준다. 
초록색 점선은 과거의 경로, 파란색 점선은 예측한 경

로, 빨간색 점선은 ground truth를 의미한다. (a)~(c)는 

정의한 위험구역 내에 예측한 경로가 포함되는 경우, (d)
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여준다.

효율적인 간소화 기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베디드 보드에서 실시간 경로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보

다 가벼운 구조의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학습 시 성능 저

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KD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는 표 2의 구조의 네트워크를 teacher로 삼아 학습 시 

student에 정보를 전달하여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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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Results showing whether the path predicted by 
the learned model is located within the hazardous area

4.3. KD를 적용한 모델 성능

보행자 경로 예측 모델이 소수의 LSTM과 fully 
connected layer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teacher보다 작은 student를 만들기 위해 급격하게 가벼

운 구조로 설계하면 충분한 학습능력을 갖지 못하여 학

습할 때 teacher 네트워크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

하게 된다.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보

행자 경로예측을 위한 학습 및 위험구역 진입 정확도 평

가를 진행하여 최적의 student를 획득하였고 그 구조는 

표 4와 같다. 획득한 student 네트워크의 위험구역 진입 

정확도는 91.43%이다.

Hidden size Remark

Location encoder 128 Multi layer 
perceptron (1-layer)

Motion encoder 128 1-LSTM

Displacement 
prediction 128 Fully connected layer

Table. 4 Student network architecture

가벼운 구조를 갖는 student 네트워크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장에서 설명한 회귀를 위한 KD 방
법들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위험구역 진입 정확

도를 측정하였다. 각 손실 함수에서 imitation loss의 비

중을 조절하기 위한 scale factor인 α값을 변경하면서 학

습 진행 및 정확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기존의 imitation loss를 이용한 경우 teacher 정보

의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학습에 활용한다. 
Teacher loss를 상한경계로 둔 imitations loss를 이용한 

경우 teacher loss가 student loss에 비해 작을 때만 

imitation loss를 부여한다. 즉, 믿을 수 있는 teacher 정보

만 선택하여 추가 항으로 이용한다. 각 KD 방법을 이용

하여 student 네트워크를 학습한 후 위험구역 진입 정확

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초기의 student 네트워크에 비해 

teacher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능 저하가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 없이 teacher 정
보를 모두 활용하여 학습한 모델보다 신뢰 가능한 

teacher 정보만을 활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정확도가 평

균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Student
from

scratch

KD from teacher
Teacher

from
scratchα

Imitation 
loss

Teacher
bound
loss

Attentive 
imitation 
loss[20] 

91.43

0.1 94.46 94.46 94.44

95.59

0.3 94.63 94.63 94.39

0.5 94.67 94.66 94.56

0.7 94.55 94.67 94.65

0.9 94.76 94.76 94.59

avg 94.614 94.636 94.526

Table. 5 Accuracy of entering the hazardous area of 
the model trained using each distillation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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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teacher와 student의 모델 크기 및 추론 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Teacher를 Student 네트워크

로 교체하면 모델크기는 약 13%, 추론 속도는 약 23% 
향상시킬 수 있다. 테스트 데이터의 원본 동영상 fps와 

비교해도 매 프레임 단위로 경로 예측 모듈의 실시간 운

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고 현시점으로부터 4초 후의 

위치까지 추정하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의 실시간 동작

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딥러닝 모듈과의 연계

할 때 병목 현상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Teacher Student

Model size 946.1 kb 822.6 kb

Inference time 21 fps 27 fps

Table. 6 Com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student 
and teacher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경로 예측 모델에 대한 효율적

인 간소화 기법과 보행자들의 위험구역으로 진입 여부 

결정 방법을 제안하고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 동작

이 가능한 경로 예측 모델에 KD를 적용하여 성능저하

를 최소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행자 경로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한 보행자들의 마지막 위치와 위험구역 

간의 관계를 통해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의하

여 보행자가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는지를 객관적 수치

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보행자 경로 예측 

기법과 비교하여 더 빠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 

간소화 방법과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위험구

역 진입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 적합한 student 네트워

크를 설계하고 학습 시 KD를 적용하여 성능 저하를 최

소화하였다. 분류 문제에서만 주로 사용하던 KD를 회

귀 문제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teacher와 ground truth 간
의 차이를 나타내는 teacher loss에 제한을 두어 신뢰 가

능한 teacher 정보만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험

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 간소화 방법이 37.49%의 수행속

도 향상 대비 미미한 성능 저하를 이끌어 낸다는 것과 

제안하는 KD를 적용하면 91.43%의 정확도를 갖는 초

기 student 모델과 비교하여 α값의 변화에 따라 평균 

94.64%의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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