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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키넥트 깊이 카메라로 인해 인체 부위 인식에 급

격한 발전이 이뤄졌다. Shotton[1] 의 논문에 기술된 

다량인체 합성 이미지로부터 각 부위를 분류하도록 학

습하는 의사결정 트리는 그 이후의 작업에도 표준적인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량의 이미지를 학습

하는데는 많은 CPU 시간과 메모리 양이 든다. 연구를 

진행하며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면서 반복적인 

학습시간의 누적은 매우 큰 불편이다. 여기서는 학습 시

간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기술한다. 

 

 1. 서론 

 
여기서 논의하게 될 구현기법들은 Shotton[1]의 논문

에 기초하고 있다. 기계학습 구현과 이슈사항을 섹션2

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섹션3에서는 병렬화 구현 방법

들과 개선효과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2. 인체부위 분류기 학습방법 
 

 인체 부위마다 번호가 메겨진 깊이 영상을 실제 사람

사람부터 얻어내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

업이다. 그러므로 각 부위에 특정 몸 부위를 나타내는 

색을 칠한 3D모델과 모션 데이터를 이용해 합성 깊이 

이미지를 만들어 기계학습에 이용한다. 의사 결정 트리

(Decision Tree)를 사용한 인체부위 분류기는 이 깊이 

영상으로부터 각 픽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때 

서로 다른 라벨은 두 그룹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특징을 

우선한 기준으로 나눠간다. 여러 특징을 검사한 후 마지

막 리프노드에서 가장 많은 픽셀 수에 해당하는 라벨이 

해당 부위로 추정된다. 

 

2.1. 합성된 깊이 영상 생성 

  

* 구두발표논문 

 

3D 모델은 AutoDesk 사의 3DMAX를 통해 만들어 졌

으며 모션파일들은 CMU 와 SNU DB에서 얻은 BVH포

맷으로 AutoDesk의 MotionBuilder 툴을 이용해 리타

겟팅 된다. 리타겟팅된 3D 모델은 FBX파일 포맷으로 

OpenGl로 만든 뷰어를 통해 칼라버퍼에서는 몸부위 정

보를 얻어내고 깊이 버퍼에서는 깊이 값을 얻는다. 

Perspective Projection 과정에서 생기는 비선형 깊이 

값은 다시 실제 깊이 값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 버텍스 쉐이더에 선형화를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생성된 깊이 영상은 다음과 같다. BMP포맷

의 이미지로 생성하였으며 각 RGB값에는 깊이 정보와 

부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3D모델로부터 생성한 합성 깊이 영상 

  

2.2. 의사결정 트리 학습 

 

합성된 이미지의 각 픽셀들은 머리인가 손인가에 따

라 고유한 특징들을 보인다. 예를 들어 턱에 위치한 픽

셀이라면 턱 밑에는 목이 시작하면서 깊이가 갑자기 감

소하는 지점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 무작위로 두 개의 오프셋 벡터를 탐침한 지점은 

그림2. 에서와 같이 배경이나 다른 몸 부위가 되는데 

이 두 깊이의 차이 값은 각 픽셀들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Offset 벡터 쌍은 모두 같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

니라 서로 다른 몸 부위를 더 잘 구분해 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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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모든 트레이닝 이미지의 픽셀 

샘플들에 대해서 오프셋 벡터 쌍을 통해 구분력이 제일 

좋은 특징 기준으로 픽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나가면 

이진 트리를 얻게 되고 리프노드에는 분류된 픽셀 군이 

남게 된다. 리프노드에 서로 다른 라벨이 존재하는 것은 

만들어진 의사결정 트리가 트레이닝 셋에 있는 입력이

라 할지라도 분류하는데 에러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

는 것이다. 각 픽셀마다 오프셋 쌍으로 얻은 깊이 차가 

임의로 골라진 임계값 보다 크면 오른쪽 그룹 작으면 

왼쪽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검사에서 테스트할 임계값

이 50개이고 -100~100 사이라면 201개의 정수 배열

을 미리 만들고 어느 임계값에 맵핑되는지 만들어 놓으

면 50번 테스트할 필요 없이 어느 임계값 사이에 존재

하는지 한번만 셈하고 나중에 작은 쪽 큰 쪽을 따로 모

두 더하여 임계값 개수가 50개일 때 15배정도의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다. 

 

3. 병렬화 항목 

 
3.1. OpenMp 이용한 CPU 병렬화 

 가장 쉽게 병렬화 가능한 항목으로 48코어 1테라 메모

리를 가진 로컬 머신에서 2억5천만개의 픽셀(이미지로 

13만장)을 2000개의 특징,50개의 임계값, 트리 레벨 

20의 조합으로 설정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8시간이었다.  

 

3.2.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병렬화 

 KIST의 슈퍼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병렬화를 MPI

를 통해 수행하였다. 그러나 1~10만장 단위에서는 로컬 

워크스테이션 보다 느린 결과를 보이는데 이유는 주 노

드에서 계산 노드에서 연산한 결과를 메시지 형태의 통

신으로 받아서 다시 합치는데 트리의 레벨이 깊어 지면 

트리의 노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 노드와 통신 

빈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특징과 임계값을 테스트하

는 연산 시간보다 통신 시간이 더 늘어나는 교차 지점

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요청한 노드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 시간 또한 1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잦은 테스

트에는 부적합하다. 

  

3.3. CUDA를 GPU 병렬화 

 CPU코어 개수가 한정적인 컴퓨터에서는 유일한 대안

이다. 그러나 학습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10만장이면 30

기가 바이트로 GPU 메모리에 모두 올려놓고 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병렬화와 마찬가지로 트

리 레벨이 올라가면 아주 잦은 메모리 복사를 해야만 

한다. 512M메모리 128코어 650MHZ 그래픽 카드에서

는 최신 I7 3.4ghz CPU의 병렬화보다 속도향상을 관측

하지 못했다.   

 

4. 결론 
 

가장 실용적인 구현 방법은 가능한한 많은 코어의

CPU와 100기가 정도의 램을 구비한 워크스테이션에

서 OpenMp를 이용한 병렬화로 학습을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합성 이미지 생성부터 의사결정트리를 만

드는 과정과 만들어진 트리의 성능을 측정하는 단계

까지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

을 구현하는 것이 프로그램 외적으로 드는 시간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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