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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의 머리 자세 추정에 문제는 HRI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머리 자세 추정방법은 3차원 얼굴 모

델을 정합하여 추정하는 방법과, 적외선 깊이 센서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3차원 얼굴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은

큰 자세의 변화, 조명변화, 표정변화, 가려짐, 입력 영상의 해상도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제한적인 단점이 있고, 적외선

깊이 센서를 쓰는 방법은 특정 센서가 필요하며, 실외환경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깊은 신경망을 활용

하여 영상정보만으로 머리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며, Biwi Kinect Head Pose Database로 실험한 결과 영상정

보만을 활용하여 평균오차 4.8°정도의 최신기술에 필적하는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1] DNN structure for head orientation estimation

1. 서론 및 관련연구

로봇과 사람의 소통을 위해서 사람의 행동이나 생

태의 인지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그

중, 사람의 시선검출, 얼굴 인식, 동작인식 게임, 운

전자의 졸음 검출 등의 응용에서 사람의 머리 자세

추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기술이다. 컴퓨터비전 분야

에서, 머리 자세 추정은 입력영상의 머리모양에서

방향벡터를 추론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대표적으로

3차원 얼굴 모델을 정합하여 추정하는 방법론과[1],

깊이 센서를 사용한 방법론[2] 등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에 나와 있다.

3차원 얼굴 모델 정합을 통한 머리 자세 추정은

[1], 얼굴과 머리의 특징점의 실제 3차원 위치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 3차원 통계적 모델을 생성하고,

입력영상에서 비용함수가 최소로 되는 점들을 찾아

서 모델을 정합하는 방식이다. 3차원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자세 추정 뿐만 아니라 얼굴 특징

점의 위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큰

자세의 변화나, 조명변화, 표정변화, 가려짐, 입력 영

상의 해상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깊이 센서를 이용한 머

리 자세 추정 방법은[2], 실시간으로 비교적 다양한

자세변화에 강인한 성능을 보이지만, 특별한 깊이

센서가 있어야하며, 적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외

환경에서는 활용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룩한 깊은 학

습 방법을 이용하여 머리 자세를 추정한다. 특별히

Deep Neural Networks (DNN)를 사용하여 특정 센

서의 필요없이 입력 영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자세,

조명, 표정, 가려짐, 저해상도에 비교적 강인한 머리

자세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는[4] 다층 퍼셉트론과 같은 간단

한 신경망의 모든 문제들을 풀기위해 제안되었다.

CNN은 입력 영상으로부터 유의미한 속성들을 뽑아

내는 전방향(feed-forward) 네트웍이다. CNN은 국

부적 필터 적용, 가중치 공유, 그리고 sub-sampling

이 세 가지 방법을 채택하므로 이동, 회전, 스케일변

화와 같은 간단한 기하학적 변환에 독립적이다[4].

2. 머리 자세 추정을 위한 DNN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된 DNN의 구조를 그림 1에 나

타내었다. 고안된 깊은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식(1)

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학습을 수행하였다.

  
  



    


 (1)

여기서 i 는 훈련샘플의 인덱스이고, X0와 Y는 각각

훈련 샘플 영상에서 추정된 머리의 각도(roll, pitch,

yaw)와 실제 각도이다. W는 파라미터들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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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iwi Kinect Head Pose DB

Method Yaw (°) Pitch (°) Roll (°)

[2] 4.0 3.6 5.5

proposed 3.3 8.4 2.8

[표 1] Mean of Euler angles estimation errors제안된 깊은 신경망은 3개의 컨볼루션 층을 가지

고 있다. 처음 두 개의 컨볼루션 층의 뒤에는 최댓

값 통합(max-pooling)층이 있고, 세 번째 컨볼루션

층의 뒤에는 전체 연결된(fully-connect) 층들이 있

다. 입력영상의 크기는 64x64이고, 모든 훈련샘플들

은 그레이 스케일로 히스토그램 정규화(histogram

normalization)를 통해 밝기 값이 보정된 영상이다.

5x5크기의 학습된 필터에 의해서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은 16개의 채널을 출력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컨볼

루션 층은 32개의 채널을 출력한다. l 번째 컨볼루션

층은 식(2)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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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필터와 영상 패치를 의

미하고, u, v 는 각각 입력과 출력 채널의 인덱스이

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층의 경우 u=1, v=1~16 이

다. 따라서 
  는 v번째 채널의 출력인데 이것은

l+1층의 입력이 된다.   max는 활성함수

로써 교정된 선형 유닛함수(ReLU)이고, ⊗는 컨볼

루션 연산자이다. 바이어스 벡터들은 b로 나타내었

다. 식(1)은 활성함수 때문에 비선형 함수가 되는데

[5]에서처럼 통계적 기울기 하강(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을 사용한 역전파(back-propagation)

방법으로 학습하였다.

3. 실험 및 결론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Biwi Kinect Head

Pose Database[2]로, 20명의 15,678장의 영상에서 머

리자세에 대한 실제 값을 제공한다. DB는 ±75°

pitch각, ±60°의 yaw각의 범위의 자유로운 머리 움

직임 데이터가 있고, 그 중 13,500장은 학습에 사용

하였고 2,178장은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그림 2에

DB중 몇 장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깊이 정보와 random forests를 사용

한 최신 기술인 [2]와 비교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최신 기술[2]와 비교하여 볼 때, yaw각과 roll각에서

는 훨씬 정확한 성능을 보였고 pitch각에서는 비교

적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특정 깊이센서

가 요구되고 또 실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2]에

비하여 값싼 webcam의 영상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장점을 보여주며, pitch각의 정확도가 비교

적 낮은 것은 아직 깊은 학습의 구조와 파라미터가

최적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 컨볼

루션 층의 개수, 학습될 필터의 개수, 학습률, 모멘

텀 등 다양한 변수를 조정하여 최적화를 거치면 더

욱 정확한 성능을 보일 것이라 기대되어진다.

본 논문은 깊은 학습을 이용한 머리 자세 추정 방

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깊은 컨볼루션 신경

망을 사용하여 구조를 설계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최신기술과 비교하여 필적할만한 성능을 보였다. 향

후 구조를 최적화 및 개선하면 더 나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머리자세 추정 분야에서

주목받는 방법론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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