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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디오/비디오 센서를 이용한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장치와 그 방법

(57) 요약

오디오 및 비디오 센서를 이용한 위치 파악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소정 공간상에서, 오디오 센서는 소정의 거리를 두고

위치한 다수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 음원들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고, 비디오 센서는 검출 대상 물체들의 특징

을 기초로 전방위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며, 위치 파악부

는 오디오 센서에 의해 파악된 음원이 존재 가능한 방향 및 비디오 센서에 의해 파악된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 가능한 방

향을 기초로 검출 대상 물체들 중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로써, 특정 음원의 위치를 정확

하게 파악하여 음원을 분리하고 추적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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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 공간상에 음원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소정의 거리를 두고 위치한 다수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 상기 음원들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는 오디오 센서;

전방위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를 검출 대상 물체들의 특징을 기초로 분석하여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는 비디오 센서; 및

상기 오디오 센서에 의해 파악된 상기 음원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 및 상기 비디오 센서에 의해 파악된 상기 검출 대상 물체

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을 기초로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 중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 파

악부;를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폰은 모든 방향에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센서는 상기 검출 대상 물체가 실제 사람인 경우 사람의 피부색 및 모양을 기초로 상기 입력된 이미지를 분석

하여 상기 사람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센서는 상기 음원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에 대한 제1빔포머를 형성하고,

상기 비디오 센서는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에 대한 제2빔포머를 형성하며,

상기 위치 파악부는 상기 제1빔포머 및 상기 제2빔포머를 곱하여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 중 음원으로 동작하는 검출 대상

물체를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파악부에 의해 파악된,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들의 각각의 음원들을 분리하고, 상기 분리된 각각의

음원의 신호의 현재 및 이전 값들의 내적을 통해 상기 분리된 각각의 음원의 신호 세기를 스칼라 값으로 표현하는 음원 추

적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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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칼라 값으로 표현된 음원들의 신호 세기가 소정 임계치 이상이면 정상 신호로 파악하고 상기 임계치 미만이면 잡음

으로 파악하는 목적음 추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음원 추적부는 상기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들과의 위치관계가 변하지 않을 때는 순환 추정을 이용하여 상

기 각각의 음원들을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음원 추적부는 상기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들과의 위치관계가 변하는 경우에 배이시안 필터링을 이용한

순환 추정을 이용하여 상기 각각의 음원들을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장치.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음 추출부에 의해 상기 각각의 음원들의 신호가 정상 신호 구간 및 잡음 구간으로 구분된 후 팽창(dilation) 및 침

식(erosion)을 사용하여 필터링하는 신호 구간 검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장치.

청구항 9.

소정 공간상에 음원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상기 음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거리를 두고 위치한 다수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 상기 음원들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는 단계;

전방위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를 검출 대상 물체들의 특징을 기초로 분석하여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는 단계; 및

상기 파악된 음원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 및 상기 파악된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을 기초로 상기 검출 대상 물

체 중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음원 방향 파악 단계는 상기 음원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에 대한 제1빔포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물체 방향 파악 단계는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에 대한 제2빔포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등록특허 10-0754385

- 3 -



상기 위치 파악 단계는 상기 제1빔포머 및 상기 제2빔포머를 곱하여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 중 음원으로 동작하는 물체를

파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파악 단계에 의해 파악된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들의 각각의 음원들을 분리하고 상기 분리된 각각의

음원 신호의 현재 및 이전 값들의 내적을 통해 상기 분리된 각각의 음원 신호 세기를 스칼라 값으로 표현하는 단계; 및

상기 스칼라 값으로 표현된 음원들의 신호 세기가 소정 임계치 이상이면 정상 신호로 파악하고 상기 임계치 미만이면 잡음

으로 파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스칼라 값으로 표현하는 단계는 상기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들과의 위치관계가 변하지 않을 때는 순환 추

정을 이용하여 상기 각각의 음원들을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스칼라 값으로 표현하는 단계는 상기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들과의 위치관계가 변하는 경우에 배이시안

필터링을 이용한 순환 추정을 이용하여 상기 각각의 음원들을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

악, 추적 및 분리방법.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파악 단계에 의해 상기 각각의 음원들의 신호가 정상 신호 구간 및 잡음 구간으로 구분된 후 팽창(dilation) 및 침

식(erosion)을 사용하여 필터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및 비디오 센서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음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하여 각각의 음원을 분리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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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비디오 센서 또는 오디오 센서 중 어느 하나만을 이용하여 소정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오디오 센서

만을 이용하여 음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음원이 실제 화자인 경우 그 음원이 화자로부터 나오는지 스피커로부터 나오

는지 구분할 수 없으며, 비디오 센서만을 이용하여 화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사람과 모형 사람을 구분하기 힘드는

문제점이 있다.

종래의 기술 중 비디오 센서와 오디오 센서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은 오디오 센서를 이용한 화자 위치 계산 방법이 시간 지

연(time delay) 계산에 기초를 두고 있어 잡음 환경에서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M.Brandstein and

D.Ward, Eds., Microphone Arrays:Signal Processing Techniques and Applications. Springer 2001), 또한 동시에 소

리가 나는 다수의 음원을 모두 검출 및 추적하고 분리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시간 지연에 기초를 두고 위치 계산하는 종래의 기술로는, (1) J.Vermaak and A.Blake "Nonlinear filtering for speaker

tracking in noisy and reverberant environment," in Proc. ICASSP, 2001, (2) C.Choi,"Real-time binaural blind

source separation, " in Proc. Int. Symp. ICA and BSS, 2003, pp. 567-572, (3) G.Lathoud and I.A.McCowan,

"Location based speaker segmentation," in Proc. ICASSP, 2003, (4) G.Lathoud, I.A.McCowam, and D.C.Moore,

"Segmenting multiple concurrent speakers using microphone arrays," in Proc. Eurospeech, 2003, (5) R.Cutler

et.al, "Distributed meetings:A meeting capture and broadcasting system," in Proc. ACM Int. Conf. Multimedia,

2002 등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오디오 및 비디오 센서를 융합하여 하나 이상의 음원으로 존재하는 특정 물체의

정확한 위치 및 방향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각각의 음원을 분리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위치 파악 장치의 일 실시예는, 소정 공간상에 음원들이 존재하는 환

경에서, 소정의 거리를 두고 위치한 다수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 상기 음원들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는 오디오

센서; 전방위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를 검출 대상 물체들의 특징을 기초로 분석하여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는 비디오 센서; 및 상기 오디오 센서에 의해 파악된 상기 음원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 및 상기 비디오

센서에 의해 파악된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을 기초로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 중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

출 대상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 파악부;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위치 파악 방법의 일 실시예는, 소정 공간상에 음원들이 존재하는 환

경에서 상기 음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거리를 두고 위치한 다수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 상기

음원들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는 단계; 전방위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를 검출 대상 물체들의 특징을 기초로 분

석하여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파악하는 단계; 및 상기 파악된 음원이 존재 가능한 방향 및 상기 파악

된 검출 대상 물체들이 존재 가능한 방향을 기초로 상기 검출 대상 물체들 중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로써, 특정 음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음원을 분리하고 추적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위치 파악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에 따른 물체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장치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면, 물체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하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인 로봇(robot)(100)은 다수의 오디오

센서(110,150)로 구성된 마이크로폰 어레이(microphone array)와 물체를 인식하는 비디오 센서(120,155)로 구성된다.

다수의 물체(사람 등)는 공간상에 분리되어 위치한다.

본 발명에 따른 로봇(100)은 소정의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센서(110,120)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 파악 및 추적을 한다. 예를 들어, 로봇(100)은 비디오 센서(120,155)를 이용하여 화자(speaker)의 얼굴을 검

출하고 오디오 센서(110,150)를 이용하여 화자의 음성을 검출한 후 두 센서의 측정 데이터를 기초로 실제 얘기하고 있는

화자의 위치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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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디오 센서(110,150)를 이용하여 음원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본다. 도 2는 마이크로폰 어레

이를 통해 입력되는 오디오 데이터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로봇의 마이크로폰(110)은 등방위적이기 때문에 소리가 음원으로부터 마이크로폰으로 도착하는 각도를 파악함에 있어 모

든 방향에 동일한 해상도를 가진다. 마이크로폰을 통해 측정된 오디오 데이터는 주파수 영역에서 수학식 1과 같이 m-차원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여기서, 는 각각 소정의 주파수 f 및 시간 t 에서, 관찰 벡터( ), 소스 벡터( ), 및 측정

잡음 벡터( )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소정 주파수 f 에서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소정 방향 θ에서 들어오는

신호원의 전달을 반영한 방향 벡터(steering vector) 를 포함하는 전달 함수 행렬(transfer function matrix)이

다.

관찰 벡터에 대한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은 매 연속적인 프레임마다 수학식 2와 같이 얻어진다.

수학식 2

여기서, 은 Hermitian transpose를 의미한다.

상기 공분산 행렬을 분석하기 위한 일반화된 고유치 분해 문제(generalized eigenvalue decomposition problem)는 수학

식 3과 같다.

수학식 3

여기서, 공분산 행렬 N(f)는 방향성이 있는 음원이 없을 때 얻은 관찰 벡터들로부터 미리 계산된다. Λ는 일반화된 고유치

행렬(eigenvalue matrix)이고, 은 각 고유치에 상응하는 고유벡터(eigenvector)들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이고, 이다. 및 은 각각 신호 공간 및 잡음 공간을 스팬(span)하는 고유벡터들이다.

수학식 3의 일반화된 고유치 분해 문제는 통상적인 고유치 분해 문제(eigenvalue problem),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및 generaliz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과 같은 다른 고유치 분석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

소정 주파수 f 및 방향 θ에 존재하는 음원들의 조건부 가능성(conditional likelihood) 은 MUSIC(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알고리즘에 의해 수학식 4와 같이 구해진다.

수학식 4

여기서, 는 주파수 f 및 방향 θ에서의 방향 벡터(steering vector)이다.

음원들이 소정 방향 θ에 존재할 가능도는 다음 수학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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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여기서, 주파수 빈(frequency been)의 선택은 신호원의 방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는 로 대체된다. 그리고,

이산 주파수 영역(discrete frequency domain)이므로, 주파수 빈 선택의 확률들은 로서 모두 같다라고 가정한

다. 그러면 수학식 5의 가능도는 다음 수학식 6과 같다.

수학식 6

여기서, 는 주파수 빈들의 집합이고, 는 의 원소 개수이다. 이에 관한 종래 참조문헌으로, (1) G. Su and M. Morf,

"The signal subspace approach for multiple wide-band emitter location,"IEEE Trans. ASSP, vol. 31, no. 6, pp.

1502-1522, 1983. (2) H. Wang and M. Kaveh, "Coherent signal-subspace processing for the detection and

estimation of angles of arrival of multiple wide-band sources," IEEE Trans. ASSP, vol. 33, no. 4, pp. 823-831,

1985. 등이 있다.

도 2에 도시된 입력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음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방향 및 시간에 따라 구한 결과가

도 4a에 도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비디오 센서(120,155)를 이용하여 사람이 존재가능한 방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본다.

도 3a는 비디오 센서를 통해 촬영한 입력 이미지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3b 및 도 3c는 입력 이미지를 변환하여 생성한 피

부색 검출 이미지 및 에지 이미지이다.

비디오 센서(120,155)는 모든 방향의 사람들을 검출할 수 있는 360도 전방위를 볼 수 있는 전방위(omni-directional) 칼

라 카메라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로봇의 비디오 센서(120)는 다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두가지 특징, 즉, 피부색

과 모양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사람을 찾는 경우를 예로 들었으나, 이 외의 다른 물체를 검출할 수 있다. 다른 물체를 검출

하는 경우는 그 물체의 공통된 특징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비디오 센서(120,155)를 통해 측정한 입력 칼라 이미지는 그레이 이미지(gray image)로 변환한다. 그레이 이미지는 색 정

규화(color normalization) (즉, 및 )에 의해 얻어지며, 색 정규화된 후에는 색

변환이 따른다. 색 변환(color transform)은 2D 가우시안 함수(Gaussian function) 로 표현되며, 여

기서, 및 는 각각 빨강 및 녹색 성분의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정규화된 색은 색 인식 과정에서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밝기(brightness)의 효과를 감소시키면서, 색 성분은 그대도 유지한다. 변환된 픽셀은 피부색에 가까워

질수록 높은 강도(intensity)를 가진다. 사람 피부색의 빨강 및 녹색 성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을 미리 정하여 그에 해당

하는 픽셀들을 표시하면 도 3b와 같은 피부색 검출 이미지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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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디오 센서(120,155)를 통해 측정한 입력 칼라 이미지는 에지 이미지(edge image)(도 3c)로 변환된다. 에지 이미

지는 빨강, 녹색 및 파랑에 대한 각각의 에지 이미지의 평균이다. 피부색 검출 이미지(도 3b)의 피부색 블랍(blob)의 크기

및 무게중심을 기초로 에지 이미지에서 사람의 상체에 대한 크기 정규화된 후보들을 얻는다.

사람 모양 매칭을 위해, 사람의 상체의 앞 모습, 오른쪽 모습 및 왼쪽 모습에 대한 세 개의 기준 이미지를 만든다. 기준 이미

지와 크기 정규화된 에지 이미지 사이의 유사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 이미지와 에지 이미지 사이의 Hausdorff

distance를 측정한다. Hausdorff distance는 두 집합이 서로 얼마나 닮았는가를 정의한다. Hausdorff distance는 두개의

비대칭 거리(asymmetric distance)로 구성된다. 기준 이미지의 각 점들의 집합 및 에지 이미지의

각 점들의 집합 이 주어졌을 때, Hausdorff distance는 다음 수학식 7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7

여기서, 이다.

함수 를 집합 A 부터 B까지의 directed Hausdorff distance라 한다. Directed Hausdorff distance 는

우선 집합 A에 속하는 점 a에 대하여 a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집합 B에 속하는 점 b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점 a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구해진 가장 가까운 거리들 중에서 가장 큰 거리를 값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A 부터 B 까지의 directed distance는 A에 속하는 어떠한 점 a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B에 속하는 점 b

가 있어서 점 a로부터 점 b까지의 거리가 작을 때 작다. A 부터 B 까지 및 B 부터 A 까지의 directed distance 모두가 작을

때 양자는 서로 닮았다. Hausdorff distance의 삼각 부등식(triangle inequality)은 다중 저장된 기준 이미지와 에지 이미

지를 비교할 때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피부색 노이즈, 조명 변화 및 복잡한 배경등의 혼란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

들을 검출할 수 있다.

비디오 센서(120,155)의 가능성 함수(likelihood function)는 각각의 검출된 사람 i 의 중심 를 평균으로 하고, 검출된

사람이 차지하는 각도 범위의 함수로 정해지는 분산 을 갖는 1D 가우시안 함수들(Gaussian functions)의 가우시안 혼

합 모델(Gaussian mixture model)로서 제안되며 수학식 8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8

여기서, 는 혼합 가중치이고, Hausdorff distance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왜냐하면, 작은 거리는 후보 에지 이미지가

기준 이미지 중의 어느 하나와 잘 매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종래의 참조 문헌으로,

D.P.Huttenlocher, G.A.Klanderman, and W.J.Rucklidge, "Comparing images using the Hausdorff distance under

translation," in Proc. IEEE Int. Conf. CVPR, 1992, pp. 654-656.가 있다. 이 밖에 사람 및 물체의 검출 및 추적에 관한

종래의 참고문헌으로, (1) P.Viola and M.Jones, "Rapid object detection using a boosted cascade of simple

features," in Proc. CVPR, 2001. (2) P.Viola, M.Jones, and D.Snow, "Detecting pedestrians using patterns of

motion and appearance," in Proc. ICCV, 2003. (3) M.Jones and J.M.Rehg, "Statistical color models with

application to skin det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2002. (4) D.Comaniciu, V.Ramesh, and

P.Meer, "Real-time tracking of non-rigid objects using mean shift," in Proc. CVPR, 2000. (5)"Kernel-based

object tracking," IEEE Trans. PAMI, 2003. (6) G. R. Bradski, "Computer vision face tracking for use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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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ual user interface," Intel Technology Journal, 1998. (7) M.Isard and A.Blake, "Contour tracking by

stochastic propagation of conditional density," in Proc. ECCV, 1996. (8) "Icondensation: Unifying low-level and

high-level tracking in a stochastic framework," in Proc. ECCV, 1998. 등이 있다.

도 5b의 는 도 3a의 영상 입력 데이터로부터 상기의 과정을 통해 소정 방향에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polar coordinate에 도시한 도면이며, 도 3d는 도 5b의 를 각 사람 별로 나누어 Cartesian

coordinate에 도시한 도면이다.

시간 t 까지 일련의 관찰 벡터들은 다음 수학식 9와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9

특정 대상에 대한 순환 추정(recursive estimation)은 위치 파악, 검출 및 추적에 있어 필수적이다. 순환 추정은 다음 수학

식 10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10

여기서, 및 은 수학식 11 및 수학식 12와 같다.

수학식 11

수학식 12

그런데, 은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의 동역학 모델(dynamical model)을 아는 경우에는 그 동역학 모

델을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학식 13과 같은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따른다.

수학식 13

수학식 13을 수학식 12에 대입하면, 수학식 14와 같이 컨벌루션 적분(convolution integral)이 된다.

수학식 14

따라서, 배이시안 필터링을 이용한 순환 추정(recursive Bayesian filtering)은 다음 수학식 15 및 16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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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5

수학식 16

여기서, *는 컨벌루션 오퍼레이터이다. 순환 추정은 예측 및 갱신 단계로 구성된다. 수학식 15는 목표 위치를 측정하기 위

한 예측 단계이고 수학식 16은 예측된 목표 위치를 현재 관찰의 가능성에 의해 조정하는 갱신 단계이다.

오디오 센서만을 이용하여 음원을 파악하는 방법만으로는 음원이 화자(speaker)로부터 나오는지 스피커로부터 나오는지

구분할 수 없으며, 비디오 센서만을 이용하여 화자를 구분하는 방법만으로는 실제 사람과 모형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어느 화자가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오디오 센서 및 비디오 센서 양자를 이용한다.

오디오 센서 및 비디오 센서 양자를 이용하여 화자의 위치 파악 및 검출하는 방법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 4a는 도 2의 입력 오디오 신호로부터 구한 음원의 존재 가능성(Likelihood)을 방향 및 시간에 따라 도시한 도면이며, 도

4b 내지 도 4d는 도 4a와 비디오 센서를 통해 입력받은 도 3a와 같은 이미지를 처리하여 얻은 도 3d와 같은 소정 방향에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을 곱하여 얻은 각각의 실제 화자에 대한 음성 존재 가능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은 동시에 음성 신호를 발생하는 여러 명의 화자(speaker)들 중 소정의 화자의 음성을 분리하기 위하여 LCMVBF

(Linearly Constrained Minimum Variance Beamformer)를 사용한다. 빔포머(beamformer)의 사용은 실제 방향 벡터들

과 가정된 방향 벡터들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음이 상쇄되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방향 벡터 및 목적음이 존재하지 않은 구간에서의 공분산 행렬을 얻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상쇄에 대한

강인함을 성취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은 diagonal loading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음성 간섭을 효율적으로 제거

할 수 없으며, 신호 대 잡음비가 낮을 때 목적음의 상쇄에 대하여 강인함을 가질 수 없다.

본 발명은 목적음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서의 정밀한 공분산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위에서 설명한 오디오 및 비디오

센서를 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현재의 관찰 벡터에 목적음이 존재하는지 않는지를 빔포머에게 매우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빔포머는 목적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공분산 행렬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음의 상쇄를 피할 수

있다. 다음 수학식 17을 이용하여 빔포머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수학식 17

여기서, θ0는 목적음의 방향이고, λ는 diagonal loading factor이며, Rk는 k번째 주파수 빈에서의 공분산 행렬이다.

diagonal loading factor, λI는 방향 벡터의 다소간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목적음의 상쇄를 감소시킨다.

도 3a를 참조하면, 세 명의 화자, 사람 모형 및 스피커가 있다. 오디오 센서(110,150)는 입력 오디오 스트림을 500ms 단위

의 프레임으로 구분한다. 현재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과 250ms 만큼씩 겹쳐진다. 따라서, 공간 스펙트럼 P(θ)는 250ms 마

다 계산된다. 전방향 비디오 카메라로 구성된 비디오 센서(120,155)를 통해 입력된 일련의 이미지로부터 초당 10 프레임

정도의 비율로 다수의 사람들을 검출한다. 두 개의 센서를 융합함으로써, 위치 파악부(170)는 스피커로부터 출력되는 음

원 및 사람 모형을 제거하여 실제 화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도 5a 및 도 5b는 오디오 및 비디오 센서를 이용하여 화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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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면, 오디오 센서(150)는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를 위에서 설명한 방법

으로 각각의 방향에 대해 음원이 존재할 가능성(560)을 생성한다(S510). 또한, 비디오 센서(155)는 전방위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비디오 데이터를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각각의 방향에 대해 음원이 존재할 가능성(565)을 생성한다(S520).

위치 파악부(160)는 오디오 센서(150) 및 비디오 센서(155)를 통해 파악한 음원 및 검출 대상 물체의 각각의 존재 가능성

을 곱하여(S530) 음원으로 존재하는 검출 대상 물체의 위치 및 오디오 센서의 잡음(스피커) 위치와 비디오 센서의 잡음(모

형 사람) 위치를 모두 파악한다(570,S540).

음원 추적부(165)는 위치 파악부(160)에 의해 파악된 각각의 화자의 방향을 추적하여 화자의 방향에 따른 존재 가능성을

매 프레임마다 계산하여 출력한다. 방향 추적은 화자와 로봇의 위치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수학식 11을

이용하여 간단히 추적할 수 있으며, 화자와 로봇의 위치관계가 변하는 경우에는 수학식 15 및 수학식 16으로 구성된 배이

시안 필터링을 이용한 순환 추정을 이용하여 추적한다(S540).

목적음 추출부(170)는 음원 추적부(165)로부터 얻어진 화자의 방향을 이용하여 수학식 17과 같은 빔포머 가중치를 계산

한다. 도 5c는 이렇게 얻어진 빔포머의 빔 패턴(580)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며, 도 6은 각각의 화자의 음성을 추출한 결

과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c의 빔포머에 대한 참조문헌으로, (1) S.Shahbazpanahi, A.B.Gershman, Z.-Q.Luo,

and K.Wong, "Robust adaptive beamforming using worst-case SINR optimization: A new diagonal loading-type

solution for general-rank signal," in Proc. ICASSP, 2003. 및 (2) H.L.V.Trees, Optimum Array Processing. Wiely,

2002. 등이 있다.

신호 구간 검출부(175)는 음원 추적부(165)로부터 얻어진 각각의 화자의 방향에 따른 존재 가능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화

자의 음성이 실제로 발화된 구간을 검출한다(S550).

각 음성의 신호구간 검출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7은 도 4b 내지 도 4d의 방향 및 시간에 따른 화자의 존재 가능도를 수학식 18과 같이 현재 프레임 및 이전 프레임에서

의 존재 가능성의 내적(dot product)을 통해 스칼라 값을 구한 결과를 도시한 도면이다.

수학식 18

여기서, Y는 음원 존재 가능성의 내적으로 구한 스칼라(scalar) 값이며, L(t)는 시간 t에서 음원의 존재 가능성(likelihood)

을 나타낸다.

이 스칼라 값을 이용하여 화자가 현재 말하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를 가능비 테스트(likelihood ratio test)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다. 가능비 테스트를 위한 귀무가설(null hypothesis, H0) 및 대립가설(alternative hypothesis, H1)은 각각 H0:Y=N

(noise) 및 H1:Y=S(signal)로 정의된다. 각각의 가설에 대한 확률분포는 수학식 19와 같다.

수학식 19

여기서, 은 각각 음원 존재 가능성 내적 Y가 목적음(음성 신호)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평균 및 분산과 음

원 존재 가능성 내적 Y가 잡음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평균 및 분산이다. 이 값들은 목적음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 학습 데

이터로부터 미리 구해져서 알고 있는 값들로서, 이 후 가능비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갱신된다.

수학식 19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수학식 20과 같은 가능비 테스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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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0

여기서, 는 소정의 임계치이다.

수학식 20의 결과가 참인 경우는 그 프레임에 목적음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학식 20의 결과가 거짓인 경우는 목적음이 없

다고 판단한다. 수학식 19의 평균 및 분산들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데, 목적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를, 목

적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를 각각 수학식 21과 같이 갱신한다.

수학식 21

수학식 20을 도 7에 적용하여 음원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음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1, 음원을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0으

로 표시한 결과가 도 8a 내지 도 8c에 도시되어 있다.

도 8c에서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한 문장을 발화하는 과정에서 숨을 쉬거나 잠시 머뭇거리는 등의 행위로 생긴 짧은 휴지

기(pause) 때문에 문장 중간에 음성이 없다고 판단된 프레임을 나타낸다. 도 8c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의 발화가

두 개의 발화로 나뉠 소지가 있으므로, 짧은 휴지기로 나뉜 두 개의 발화는 묶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8에 나타나

지는 않지만 화자가 내는 기침소리와 같은 짧은 잡음들은 하나의 온전한 발화로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두 가

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 처리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팽창(dilation) 및 침식(erosion)을 이용한다.

도 9a 내지 도 9c는 도 8a 내지 도 8c의 결과에 대해 팽창(dilation) 및 침식(erosion)를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필터링한 결

과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음원으로 존재하는 특정 물체의 방향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소정 음원을 잡음 또는

다른 음원들과 분리할 수 있다. 종래에 하나의 센서만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특정 음원의 위치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에 따른 물체 위치 파악, 추적 및 분리 장치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 입력되는 오디오 데이터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a는 비디오 센서를 통해 촬영한 입력 영상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도 3b 및 도 3c는 각각 입력 이미지를 변환하여 생성한 피부색 검출 이미지 및 에지 이미지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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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d는 도 3a의 입력 영상 데이터로부터 소정의 과정을 통해 소정 방향에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도시한 도

면,

도 4a는 도 2에 도시된 입력 오디오 데이터를 기초로 음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방향 및 시간에 따라 구한 결과를 도시한 도

면,

도 4b 내지 도 4d는 도 2에 도시된 입력 오디오 데이터 및 도 3a에 도시된 입력 영상 데이터를 기초로 음성이 존재할 가능

성(likelihood)을 구한 결과를 각각의 화자별로 도시한 도면,

도 5a 및 도 5b는 오디오 및 비디오 센서를 이용하여 화자(speaker)의 위치 및 잡음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5c는 도 5b에서 파악된 화자의 위치 및 잡음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화자의 음성만을 분리해 내는 빔포머의

빔 패턴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도 2 및 도 3a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도 5c의 빔포머를 구하여 각각의 화자의 음성신호를 추출한 결과 데이터를 도

시한 도면,

도 7은 도 4b 내지 도 4d의 방향 및 시간에 따른 음원의 존재 가능성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음원의 존재 가능성을 각각

의 화자별로 도시한 도면,

도 8a 내지 도 8c는 도 7의 결과에 대해 가능비 테스트(likelihood ratio test)를 적용하여 음원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 결과

를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9a 내지 도 9c는 도 8a 내지 도 8c의 결과에 대해 팽창(dilation) 및 침식(erosion)를 이용하여 필터링한 결과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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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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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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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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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도면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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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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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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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도면8b

도면8c

등록특허 10-0754385

- 20 -



도면9a

도면9b

도면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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