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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인원 계수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인원 계수는 안전 관리 분야, 상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계수된 인원을 활용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을 분석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인원 데이터

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원 계수 연구도 활발하다. 그 예로,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같은 딥러닝 

기반 인원 계수, 센서 기반 인원 계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선 딥러닝 알고리즘인 VGGNet을 사용하여 인원

을 계수했다. 결과로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이하 MAPE)는 약 5.9%의 오차율을 보였다. 결과 

확인 방법으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알고리즘 중 하나인 Grad-CAM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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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인원 계수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다. 출입자 수, 통행량 

등 인원에 관련된 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안전 분야에 

인원 데이터가 활용된 예시로, 빌딩이나 지하철역 같은 건물에 출입하

는 인원을 계수했을 때를 들 수 있다[1]. 화재나 지진 같은 사고 

발생 시, 계수된 인원을 기반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업 분야에 활용된 예시로, 유동인구나 통행량을 계수했을 때를 

들 수 있다[2]. 계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업종 선택 및 영업 

전략 수립, 상가권리금 및 임대료 설정 등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인원 계수를 조사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인적 오류로 인한 신뢰성 감소, 인건비로 인한 비용적 효율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인원 계수 방안으로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압력 센서 등 센서를 활용한 방법[3][4] 

및 딥러닝을 적용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인원 계수 방법의 예로,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사람의 특징이 담긴 이미지

를 학습시킨 후, 입력되는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사람을 찾고, 그 

수를 세는 방식이다[5]. 하지만 사람이 겹쳐 있거나, 원근법이 적용될 

경우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개선한 방법의 

예로 인구 밀도를 사용한 인원 계수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이미지와 이미지 내 사람의 수를 딥러닝 

알고리즘에 학습시킨 후, 입력되는 이미지 내의 인원을 예측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알고리즘으로 VGGNet을 사용하고, 결과 확인을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알고리즘 중 하나인 Grad-CAM을 

적용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VGGNe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하 CNN)가 Computer Vision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 기본 구조를 

변형한 시도가 증가했다. VGGNet은 Convolution Layer 수를 늘려 

깊이에 집중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7]. Fig 1은 VGGNet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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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VGGNet

1.2 Grad-CA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분류,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복잡성으로 인해 도출한 결과에 대한 근거, 도출 과정에 대한 타당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제기된 

의문의 예로, 2016년 이세돌 선수와 AlphaGo의 바둑 대결이 있다[8].

AI 알고리즘은 의료, 금융, 군사 등의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

은 증가할 수도 있지만, 공정성, 신뢰성, 정확성 등을 보장할 수 

없기에 AI가 내린 결과에 대한 근거나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 유럽 연합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의거 AI가 내린 결과는 설명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9]. 그래서 등장한 

방법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AI, 이하 XAI)’이 

있다. 최근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XAI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 미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주도하는 XAI 관련 연구가 있다[10].

Class Activation Map(이하 CAM)은 XAI의 일종이다. CAM은 

기존 CNN 모델의 FC Layer를 Global Average Pooling(이하 GAP) 

Layer로 바꾸고 fine-tuning을 거쳐 CNN 모델이 입력 이미지의 

어떤 특징을 보고 판단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11]. 

Grad-CAM은 CAM의 확장이다. 기존의 CAM의 경우, GAP 

Layer 부재 시, 활용 불가하고, GAP 직전의 Convolution Layer만 

사용할 수 있다. 또, GAP 뒤에 오는 Dense Layer의 가중치 정보가 

필요하므로 fine-tuning이나 재학습이 필요하다. Grad-CAM은 

Gradient 정보를 통해 기존 CAM의 한계를 극복했다.

Grad-CAM은 모델이 특정 Convolution Layer에 입력되는 

Gradient 정보를 통해 각 뉴런이 갖는 중요도를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Fig 2는 Grad-CAM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Fig 

3은 Grad-CAM의 적용 결과이다[12].

Fig. 2. Process of Grad-CAM[12] 

Fig. 3. Result of Grad-CAM[12]

본 연구는 VGGNet을 활용하여 인원을 계수하고, Grad-CAM으로 

결과에 대한 근거를 표시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데이터셋

데이터셋은 Kaggle의 Crowd Counting 데이터셋을 사용했다[13]. 

영상은 쇼핑몰 내의 웹캠으로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촬영한 것이다. 

촬영된 이미지는 480*640, 3채널로, 총 2000장과 각 프레임에 존재하

는 객체(보행자) 수로 구성되어있다. Fig 4는 프레임별 보행자 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고, Fig 5는 데이터셋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선, 데이터셋을 보행자 수 기준 4개의 층(13~20명, 21~30

명, 31~40명, 41~53명)으로 나눠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했고, 학습 

데이터는 1800장, 테스트 데이터는 200장으로 구성했다. 층화임의추

출법 사용 이유는 단순임의추출법 사용 시, 발생 가능한 데이터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Fig. 4. Histogram of Dataset

Fig. 5. Example of “Crowd Counting” Dataset

2. 모델 학습 수행

본 연구는 Naver Cloud Platform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GPU는 

Tesla V100을 사용했다. 학습 모델은 Tensorflow 1.15 기반으로 

구성되었고 VGGNet을 사용했다. 손실 함수는 Mean Squared Error, 

최적화 함수로는 Adam을 사용했다. Batch size는 128, Epoc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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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으로 학습을 진행했다. Fig 6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VGGNet 

구조이다.

Fig. 6. Structure of Model

3. 모델 성능 평가

모델의 성능 평가에는 테스트 이미지 200장이 사용되었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사용했

다[14]. Fig 7은 MAPE에 대한 공식이다. 공식 내 A는 실제값, 

F는 예측값, N은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 결과 검증 방법으론 

Grad-CAM을 사용했다. 

MAPE는 약 5.9%이고, Grad-CAM을 적용한 결과는 Fig 8, 9이다. 

Fig 8, 9를 통해 모델이 사람을 특징으로 보고 분류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Fig. 7. Formula of MAPE

Fig. 8. Result of Grad-CAM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VGGNet을 사용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인원을 계수했고, 

Grad-CAM으로 결과에 대한 근거를 확인했다. MAPE는 약 5.9%의 

오차율을 나타냈고, 인원으로는 평균적으로 약 1.8명의 오차를 보였다. 

그리고, Grad-CAM을 통해 모델이 이미지 내 사람을 중심으로 분류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미지와 

이미지 내 사람의 수를 학습시켜 예측하는 방법이 인원 계수에 효과가 

있고, XAI 중 하나인 Grad-CAM이 결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추후,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도 유사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 모델 구조 변경 및 파라미터 

조정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Fig. 9. Result of Grad-CAM by each Conv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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