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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관한 집적 설계

요약

집적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구비한 전방향성 카메라(360도 카메라)가 개시된다. 그러한 카메라에 대한 주요 응용 예는

화상 회의 및 회의 기록이고, 그 장치는 회의 실 탁자 상에 놓여지도록 설계된다.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평면으로 구성

되고, 마이크로폰은 탁자로부터의 음향 반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탁자에 근접하게 위치한다. 카메라는 얇은

실린더형 막대로 마이크로폰 어레이 베이스에 연결되고, 그 얇은 실린더형 막대는 주파수 영역 [50-4000]Hz에서 마

이크로폰 어레이에 음향학적으로 투명하다. 이것은 화자로부터 어레이의 모든 마이크로폰으로 직접 경로를 제공하고,

그리하여 음원 위치 측정(화자의 위치를 결정) 및 빔-형성(특정 방향으로부터의 음향만 필터링함으로써 화자의 음질

을 향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카메라 어레이는 회의 참가자의 거의 정면 모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탁자로부터 높

여져 있다.

대표도

도 3a

색인어

전방향성 카메라, 마이크로폰 어레이, 화상 회의, 전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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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범용 컴퓨팅 장치의 설명도.

도 2는 회의실 탁자에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바람직하게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도.

도 3a는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일 실시예의 측면도.

도 3b는 도 3a에 도시된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일 실시예의 평면도.

도 4는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다른 실시예의 원근도.

도 5는 포착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강화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한 설명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202 마이크로폰 어레이

204 회의실 탁자

302 전방향성 카메라

304 실린더

306 마이크로폰 베이스

308 마이크로폰

310 프리앰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자 회의(teleconferencing) 및 회의 기

록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관한 것이다.

화상 회의 시스템(video conferencing system)은 제한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여러 이유에 기인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는 다수의 기술적 결함이 존재한다. 성능이 낮은 카메라 시야 및 불충분한 이미지 

해상도로 인하여 회의 참가자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은 부정확한 화자 검출(특히 

팬-틸트-줌 카메라(pan-tilt-zoom cameras)의 경우에)로 인하여 카메라가 화자의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화된다. 또한, 성능이 낮은 화상 압축 기술은 흔히 낮은 화상 이미지 품질 및 '자주 끊어지는' 이미지 디스플레이

를 일으킨다.

전자 회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스템의 포착 장치(capturing device)는 화상 회의 및 회의를 시청하는데 있어 중요한

몇몇 주요 데이터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있다. 이것은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및 컴퓨터 모니터 상에 보

여지 는 전자 문서 또는 발표 자료를 포함한다. 다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문서 및 발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존

재하지만, 개선된 방법으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포착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공개특허 10-2004-0002639

- 3 -

비디오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팬/틸트/줌(PTZ) 카메라, 거울 기반 전방향성 카메라 및 

카메라 어레이이다. 현재 PTZ 카메라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두 가지 주요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P

TZ 카메라는 단지 제한된 범위만 관찰할 수 있다. PTZ 카메라가 너무 가깝게 확대하면 회의실의 배경을 놓치게 되고

, 너무 멀리 축소하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둘째, 제어 모터가 카메라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회의(예를 들어, 화자 교체)에 느리게 반응한다. 사실, PTZ 카메라는 매우 많이 또는 매우 

빨리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를 시청하는 것이 산만해질 수 있다.

거울/프리즘 기반 전방향성 관측 센서에서의 이러한 문제점 및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연구자들은 비디오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BeHere'사는 연예, 뉴스 및 스포츠 인터넷 방송에서 36

0° 인터넷 비디오 기술을 제공한다. 원격 사용자들은 그것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시청자들과 상관없는 개

인화된 360° 카메라 각도를 제어함으로써 '여기에 있다'라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PTZ 카메라의 

두 가지 문제점인 제한된 관찰 영역 및 느린 카메라 반응을 극복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장치는 현재의 기술 및 시장 

수요를 감안하면 구현하기에 너무 고가이다. 또한, 이 거울 프리 즘 기반 전방향성 카메라는 낮은 해상도(심지어 1MP

센서를 갖추고도 그러함) 및 초점이 흐려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열등한 화질을 생기게 한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전방향성 카메라 어레이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저가 카메라 또는 비디오 센서를 조립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시스템 중 하나는 회의실의 파노라마식의 관찰을 구축하기 위하여 4개의 미국 텔레비전 체계 위원

회(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NTSC) 카메라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설계에는 단점이 있다. 첫째, N

TSC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비디오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4개의 카메라는 4개의 비디오 포착 보드가 신

호를 분석, 전송 또는 기록하기 전에 신호를 디지털화할 것을 요구한다. 4개의 포착 보드에 대한 요구 조건은 그러한 

시스템의 비용 및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그 시스템을 제조하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비디오 포착에 대하여 상기한 문제점 이외에도, 회의실에서 고화질의 오디오를 포착하는 것은 어렵다. 오디오 포착 

시스템은 다양한 잡음 및 반향(reverberation)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은 다른 수준의 입력 신호에 대한 이

득(gain)을 조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가장 간단한 접근법은 

클로우즈업(close-up) 마이크로폰(예를 들어, 헤드셋을 통해서)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용자/화자에게 성가시

고 방해적이다. 두 번째 접근법은 회의실 탁자 상에 마이크로폰을 놓아두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의 음향 경로(acousti

c path)를 억제하며, 현재, 회의의 음성을 기록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이 시스템은 전방향성 특성을 제

공하기 위하여 여러 개(보통 3개)의 초지향성(hypercardioid)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세 번째 접근법은 탁상용 전자

회의 시스템에서 제공된다. 이 접근법에서는, 단방향성(unidirectional) 마이크로폰이 PTZ 카메라의 상부에 탑재되고

, PTZ 카메라는 화자쪽을 향한다. 카메라/마이크로폰 군은 음원 위치 측정(sound source localization)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제어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두 개의 별개 마이크로폰 세

트를 요구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화상 회의 및 회의 기록 시스템의 상기한 제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시스템 및 방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사람의 음성의 주파수 영역(50-4000Hz)에 대해서 음향학적으로 투명할 정도로 충분히 

얇고, 카메라 어레이를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연결하는 실린더형 막대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음향 회절 및 셰도잉(sh

adowing)이 제거된다.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화상 회의에 대하여 상기한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360도 카

메라를 이용한다. 360도 카메라는 회의실 탁자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어서, 그것은 (카메라가 방의 한 쪽 끝에 있는) 

일반적인 화상 회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참가자에게 우수한 카메라 시야를 제공한다. 카메라는 회의 참가자의 거의 정

면의 모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탁자로부터 올려진다. 또한,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원격 시청자가 회의 

참가자들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해상도(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는 해상도가 3000x480이다)를 

제공한다. 카메라는 쌍곡선 거울(hyperbolic mirror)을 구비한 단일 비디오 센서 또는 카메라 어레이를 이용하는 임

의의 전방향성 형태인 것이 좋다.

마이크로폰은 평면적인 구성이다.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폰은 탁자로부터의 음향 반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탁상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마이크로폰 어레이 베이스에 탑재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카메라는 얇은 실린더형 막대로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연결되고, 그 막대는 사람의 음성의 주파수 영역(즉, 약 50-4000Hz)에서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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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음향학적으로 투명하다. 이것은 화자로부터 어레이의 모든 마이크로폰으로 직접 경로를 제공하여, (화자의 위치

를 결정하는) 음원 위치 측정 및 (화자의 방향으로부터 오지 않는 음향을 필터링함으로써 화자의 음질을 향상시키는) 

빔-형성(beam-forming)을 우수하게 만든다. 실시간 음원 위치 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적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이용되고, 화자가 이미지 내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각 기반 사람 검출 및 추적

기와 카메라 어레이가 이용된다. 오디오 및 비디오 기반 화자 검출은 매우 개선된 비디오 압축(예를 들어, 배경보다 

얼굴 영역에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함) 뿐만 아니라 자동 카메라 관리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출력은 PC로 연결되고, PC에서 이미지 스티칭(stitching) 및 압축

, 음원 위치 측정, 빔-형성 및 카메라 관 리와 같은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한 실시예는 비디오를 PC로 전송하는 1394 버스 및 오디오를 퍼스널 컴퓨터(P

C)로 전송하는 아날로그 케이블을 이용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우수한 화질을 제공하고 단지 하나의 1394 카드를 필

요로 하는 Five IEEE 1394 카메라를 이용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모든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을 위하여 단일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오디오 및 비디오는 단일 1394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된다. 또한 1394 케이블은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PC 간에는 단지 하나의 케이블이 필요하다.

이용되는 마이크로폰은 전방향성 또는 단방향성일 수 있지만, 전방향성 마이크로폰이 모든 음성 각도에 대하여 균일

한 응답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필요한 마이크로폰의 최소 개수는 3이지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음원 위

치 측정, 빔-형성 및 전체적인 오디오 시스템의 견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다. 바람직하

게는 마이크로폰을 둥글고 평면적 마이크로폰 베이스 주변의 원에 등간격으로 배치하지만, 다른 구성도 가능하다. 더

많은 마이크로폰을 이용할수록, 전방향성 오디오 커버리지(coverage) 및 신호 대 잡음 비가 향상된다. 그러나, 더 많

은 수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과 복잡도 면에서 효용성이 반감된다. 또한, 더 많은 마이크로폰을 이용할

수록,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것은 더 복잡해진다. 탁자의 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무 케이싱에 마이크로폰을 

탑재할 수 있고, 방음제를 마이크로폰 아래에 위치시켜도 좋다.

카메라는 렌즈 보호막을 이용할 수 있는데, 렌즈 보호막은 정상적인 작동 모드에서는 위로 올려져 있으며,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아래로 내려져 있다. 이와 달리, 카메라 센서용 셔터(shutter)는 꺼질 수 있으며 또는 카메라는 프라이버

시 모드 동안 카메라를 끄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폰은 프라이버시 모드로

들어갈 때 꺼질 수 있다. 기록 동안, 카메라의 표시등은 사용자로 하여금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

하여 켜져 있다. 카메라가 프라이버시 모드에 있으면, 표시등은 꺼진다.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설계의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도 가능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시스템의 모듈식 

특성(modular nature)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는 360도 카메라 커버리지(coverage)를 달성하기 위하

여 다수의 비디오 센서를 이용하는 전방향성 카메라를 이용한다. 이와 달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파노라마

식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빛을 360도에 걸쳐 포착하는 하나의 쌍곡선 렌즈 및 비디오 센서를 이용하는 전방향

성 카메라를 이용한다. 또한, 회의 참가자의 정면 모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카메라 구성 중 하나는 음향학적으로 투명

한 실린더형 막대 위에 올려진 채, 단독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는 이들은 상기한 마이크로폰 어레이와 집적될 수 있

다. 이와 달리, 다른 카메라 설계도 실린더형 막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막대가 (50-4000) Hz 영역에서 음성

을 회절 시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얇은 한은, 카메라와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연결하는 막대는 실린더형일 필요는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유사하게,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원 주위에 등간격으로, 탁자로부터 음향의 반사를 

최소로 하고 방에서 임의의 화자로 명확한 경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탁자 표면에 가깝게 배치한다. 그러나, 음향

학적으로 투명한 막대를 이용하여 전방향성 카메라 구성과 집적될 수 있는 다른 마이크로폰 구성도 가능하다. 또한, 

최적의 360도 음향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카메라를 제외하고 상기한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어레이만을 이용할 수 있다

. 다중 경로 문제점이 최소화되거나 제거되기 때문에 이 커버리지는 음원 위치 측정 및 빔-형성에서 매우 유용하다.

본 발명의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는 일 실시예는 이미지 데이터 및 오디오 신호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다. 카메라의 디지털 이미지 출력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오디오 출력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화기

를 통하여) 컴퓨터로 라우팅된다. 컴퓨터는 이미지 및 오디오 입력을 강화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한다. 예를 들어, 파노라마식 이미지 필터는 전방향성 카메라의 다양한 센서에 의하여 감지되는 이미지들을 스티칭한

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전송 및/또는 기록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 출력을 분배하는 분배기를 통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상으로의 방송에 있어서 더 호환 가능하도록 압축하거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할 

수 있다. 선택적에 따라서, 카메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사람 검출기/추적기에 입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상 회의에서 보여지는 카메라 시야가 화자들이 이야기할 때 화자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화자를 포함

하는 이미지/비디오 부분이 확인되어 오디오 신호와 결합될 수 있다. 또한, 배경 보다 얼굴 영역에 대하여 더 큰 해 상

도를 허용함으로써 화자 위치를 이용하여 비디오 압축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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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디오 입력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디오는 음원 위치 측정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어

서, 오디오는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서 화자의 방향에 대해 최적화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에서 빔 형성 모듈을 이용하

여 오디오의 빔 형상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어진 방향으로부터의 오디오의 필터링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방의 

배경 잡음와는 반대로 화자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를 더 잘 포착하기 위하여 잡음을 감소시키고 이득을 조절함으로써, 

잡음 감소 및 자동 이득 제어 모듈을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 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이미지 및 오디오 처리 모듈 

각각은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이용되거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는 신호의 개선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화상 회의 장소 또는 인터넷으로 방송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나중에 시청하기 위하여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의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대한 주요 응용 예는 화상 회의 및 회의 기록이다.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전방향성 카메라와 집적함으로써, 필요한 비디오와 오디오 간의 교정(calibration)을 매우 단순화될 수 있고(정밀하게

제조된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일 장치로 회의실로부터의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실시예 >

1.0  예시적인 운영 환경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아래의 설명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며, 도면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된다. 다른 실시예를 이용할 수 있고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구조적인 변

형을 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당한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의 예를 도시한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은 적

당한 컴퓨팅 환경의 단지 하나의 예이고 본 발명의 이용 또는 기능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컴퓨팅 환

경(100)은 예시적인 운영 환경(100)에 도시된 구성 요소의 임의의 하나 또는 조합과 관련하여 어떤 의존성을 갖거나 

요구 조건을 갖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은 다수의 다른 범용 또는 특정 목적의 컴퓨팅 시스템 환경 또는 구성으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과 함께 이

용하기에 적당할 수 있는 종래의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퓨터, 핸드-헬드(h

and-held) 또는 랩탑 장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셋톱 박스, 프로그래머블 가전 제품

(programmable consumer electronics),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상기 시스템 또는 장치 등을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은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형식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객체,

구성 요소,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 시될 수 있는데, 그 분산 컴퓨팅 환

경에서의 작업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원격 프로세싱 장치에 의하여 수행된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

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 모두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터(110)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110)의 구성 요소는 처리 장치(120), 시스템 메모리(130) 및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구성 요

소를 처리 장치(120)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121)를 포함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시스템 버스(121)는 메

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제어기, 주변 장치 버스 및 다양한 종류의 버스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여

러 종류의 버스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예로서, 그러한 구조는 산업계 표준 구조(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I

SA) 버스, 마이크로 채널 구조(Micro Channel Architecture; MCA) 버스, 강화된 ISA(EISA) 버스, 비디오 전자 공학

협회(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VESA) 로컬 버스 및 'Mezzanine' 버스라고도 알려진 주변 장치 구

성 요소 상호 연결(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PCI) 버스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컴퓨터(110)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110)

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 가능한 매체일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착탈식 및 비착탈식 매체를 

포함한다. 예로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 할 수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는 않

는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저장

하기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착탈식 및 비착탈식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

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 기술, CD-ROM,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또는 다

른 광 디스크 저장 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다른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컴퓨터(11

0)에 의하여 액세스될 수 있는 소망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들

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통신 매체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반송파(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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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er wave) 또는 다른 전송 메커니즘 등의 변조된 데이터 신호로 된 다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임의의 정보 전달 매

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란 신호 내의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정되거나 변경된 특성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호를 의미한다. 예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direct-wired connection)

등의 유선 매체 및 청각, RF, 적외선 및 다른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매체 중 임의의 조합도 컴퓨

터 판독 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130)는 ROM(read only memory)(131) 및 RAM(random access memory)(132)과 같은 휘발성 및/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기동 시 동안과 같이 컴퓨터(110) 내에서 소자간의 정보 

전송을 돕는 기본적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력/출력 시스템(133)(BIOS)은 일반적으로 ROM(131)에 저장된다. 일

반적으로 RAM(132)은 처리 장치(120)에 의하여 즉시 액세스될 수 있거나 그리고/또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예로서, 도 1은 운영 체제(134), 응용 프로그램(135), 다른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137)를 도시한다.

또한 컴퓨터(110)는 다른 착탈식/비착탈식,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로서, 도 1은 비

착탈식, 비휘발성 자기 매체로 판독 및 기록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41), 착탈식,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152)로 

판독 및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CD ROM 또는 다른 광 매체 등의 착탈식, 비휘발성 광 디스크(156)

로 판독 및 기록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를 도시한다.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는 다른 착탈식/비착

탈식,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DVD,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고

체 RAM(solid state RAM), 고체 ROM(solid state ROM)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인터페이스(140)와 같은 비착탈식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121)에 연

결되고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150)와 같은 착탈식 메모

리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된다.

상술하고 도 1에서 도시된 드라이브 및 그것의 관련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

그램 모듈 및 컴퓨터(110)용 다른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도 1에서,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운영 체제(144), 응용 프로그램(145), 다른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를 저장하는 것으로 도시된

다. 이 구성 요소들은 운영 체제(134), 응용 프로그램(135), 다른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터(137)와 동

일하여도 좋고 달라도 좋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운영 체제(144), 응용 프로그램(145), 다른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터(147)는 최소한 그들이 다른 복사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번호가 붙여져 있다. 사용

자는 키보드(162) 및 흔히 마우스, 트랙볼(trackball) 또는 터치 패드라고 하는 포인팅 디바이스(161)와 같은 입력 장

치를 통하여 컴퓨터(110)에 명령어 및 정보를 입력할 것이다. 다른 입력 장치(도시되지 않음)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 게임 패드, 위성 접시,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입력 장치는 흔히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되는 사

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를 통하여 처리 장치(120)에 연결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범용 시리얼 버스(US

B)와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하여 연결될 수도 있다. 또한 모니터(191) 또는 다른 종류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비디오 인터페이스(190)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된다. 모니터에 추가해서, 컴

퓨터는 또한 스피커(197) 및 프린터(196)와 같은 다른 주변 장치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고, 그들은 출력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195)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특히 중요하고, 연속적인 이미지(193)를 포착할 수 있는 (디

지털/전자 스틸(electronic still) 또는 비디오 카메라, 또는 필름/사진 스캐너(film/photographic scanner)와 같은) 카

메라(192)는 또한 퍼스널 컴퓨터(110)에 입력 장치로서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단지 하나 의 카메라가 도시되어 있

지만, 다수의 카메라가 퍼스널 컴퓨터(110)에 대한 입력 장치로서 포함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카메라로부터의 이미

지(193)는 적당한 카메라 인터페이스(165)를 통하여 컴퓨터(110)에 입력된다. 이 인터페이스(194)는 시스템 버스(1

21)에 연결되어서, 이미지가 RAM(132) 또는 컴퓨터(110)와 관련된 다른 데이터 저장 장치 중의 하나로 라우팅되어 

저장되도록 한다. 그러나, 이미지는 카메라(192)를 사용하지 않고도 임의의 상기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로부터 컴

퓨터(110)로 입력될 수 있다.

컴퓨터(110)는 원격 컴퓨터(180)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에 대한 논리적 접속을 이용하여 네트워킹된 환경

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80)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디바이스(peer device) 

또는 다른 일반적인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컴퓨터(110)에 대해서 상기한 요소 중 다수 또는 모두를 포

함할 수 있지만, 단지 메모리 저장 장치(181)만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논리적 접속은 근거리 통신망

(LAN)(171) 및 원거리 통신망(WAN)(173)을 포함하지만, 다른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한 네트워킹 환경

은 사무실, 기업형 컴퓨터 네트워크,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흔하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이용될 때, 컴퓨터(1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70)를 통하여 LAN(171)에 

연결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이용될 때, 컴퓨터(110)는 일반적으로 모뎀(172) 또는 인터넷과 같은 WAN(173)

상으로 통신을 확립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72)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

이스(160) 또는 다른 적당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될 수 있다. 네트워킹된 환경에서, 컴퓨터(1

10)에 대해서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것의 일부는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로서, 도 1은 원

격 응용 프로그램(185)이 메모리 장치(181) 상에 상주하는 것으로 도시한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이고 컴

퓨터들 간에 통신 링크를 확립하기 다른 수단이 이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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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본 상세한 설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프

로그램 모듈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3.0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이 구역에서는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를 통하여 연결된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대하여 설

명한다.

3.1  개관

본 발명은 전방향성 카메라를 마이크로폰 어레이와 어떻게 최적으로 집적하는지에 관하여 개시한다. 본 설계의 목적

은 아래와 같다.

1.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설계는 화자로부터 어레이의 모든 마이크로폰으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명확한 

경로가 가능하지 않다면, 사용된 임의의 음원 위치 측정 및 빔-형성 알고리즘은 매우 어렵게 되고 저하된 결과를 제공

한다.

2. 마이크로폰 어레이 설계는 표면으로부터의 음향 반사를 막기 위하여 가능하면 탁상 또는 다른 표면에 근접하게 마

이크로폰을 위치시켜야 하는데, 표면으로부터의 음향 반사는 임의의 음원 위치 측정 및 빔-형성 결과의 성능을 저하

시킨다.

3. 카메라 어레이는 회의 참가자의 거의 정면 모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높여져 있어야 한다. 카메라 어레이는 눈에 거

슬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아야 한다.

4. 마이크로폰 어레이 구조(마이크로폰들 간의 거리 및 위치)는 오디오 처리 알고리즘이 작동 주파수 대역에서 화자

로 향한 우수한 빔 형상을 획득하도록 하여, 우수한 품질의 음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3.2  집적 설계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마이크로폰 베이스를 카메라 어레이로 연결하는 실린더형 폴(pole)을 이용한다.

이 폴은 사람의 음성 주파수 영역(50-4000Hz)에 대하여 음향학적으로 투명하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202)는 회의실 탁자(204)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 설계는 임의의 주어진 화자 또는 음원로부터 모든 마이크로폰으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고 탁자로부터의 음향 반

사에 의하여 유발된 다중 경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탁자의 상부에 가깝게 위치시킨다.

또한, 그 설계는 탁상으로부터 카메라를 올려서, 모든 회의 참가자의 정면 또는 거의 정면 모습을 제공한다.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단지 한 방향으로부터의 음성을 필터링함으로써 화자의 음질을 향상시키기 의

하여 이용될 수 있는 우수한 빔 형상을 보장한다. 또한,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의 집적 성질은 반복적으로 교정(calibra

tion) 을 할 필요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은 단일 장치로서 집적되기 때문에, 단지 하나

의 초기 교정만이 필요하다. 또한,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은 작고 고정되게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케이블 및 회의실 탁자에 추가적인 공간을 요구하는 두 개의 별개의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구성 요소보다 훨씬 덜 방

해적이다.

3.3  시스템 구성 요소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일 실시예가 도 3a 및 도 3b에 도시되어 있다. 이 설계에서의 구성 요

소는 전방향성 카메라(302), 실린더(304), 마이크로폰 베이스(306), 마이크로폰(308), 마이크로폰 프리앰프(preampl

ifier)(310) 및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3.3.1  전방향성 카메라

다양한 종류의 전방향성 카메라 기술이 존재한다. 이들은 다수의 비디오 센서가 연속 방식(back-to-back fashion)으

로 단단하게 채워진 하나의 카메라 형태를 포함한다. 다른 전방향성 카메라 형태는 360도로 광선(light ray)을 포착하

는 쌍곡선 렌즈를 구비한 단일 비디오 센서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설계는 임의의 

그러한 전방향성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다. 카메라 헤드(302)는 회의실의 탁자 또는 다른 표면 위에 놓여질 때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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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충분히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다중 센서 카메라 구성을 이용하면, 복수의 카메라 또는 비디오 센서를 이용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개수는 8이다. 바람

직하게는 이들 센서는 각 센서의 투영 중심이 동일한 각거리(angular distance)로 떨어지도록 연속 방식으로 배치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8개의 센서를 이용하면, 각 센서는 근접한 다른 센서와 45도의 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다

른 거리에서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렌즈 및 다른 카메라 위치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

어, 사각형 또는 타원형 모양의 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할 것이다. 더 길고 더 좁은 관찰 영역을 갖는 렌즈는 더 장거리 

이미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고, 더 넓고 더 짧은 관찰 영역을 갖는 렌즈는 더 단거리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

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는 카메라 헤드 주위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더 넓은 관찰 영

역을 갖는 카메라 센서는 더 좁은 관찰 영역을 갖는 카메라 센서로부터 더 멀리 위치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주어진 

상황에 따라 회전하고 확대 및 축소하는) 가변적인 관찰 영역을 갖는 카메라도 이용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작은 다중 센서 설계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다수의 소형 카메라 센서(402)가 둥

근 카메라 헤드(404) 주위에 연속 방식으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카메라(404)의 밑면은 소리 흡수 물질을 포함하

고 있어서 카메라가 있는 책상으로부터 마이크로폰으로 소리가 반사되는 것을 막는다. 이 실시예에서는 8개의 카메라

센서를 사용한다. 카메라 센서가 연속 방식으로 단단하게 채워진 이 작은 설계는 이미지 스티칭을 향상시킨다. 이 실

시예에서, 카메라 헤드(404)는 직경이 약 50mm이고, 카메라 헤드를 베이스에 연결하는 실린더(406)는 높이가 약 10

인치이다. 모든 회의 참가자의 정면 모습을 얻기 위하 여 카메라(404)를 이 높이에 위치시킨다. 이와 달리, 카메라 헤

드(404)는 이것보다 더 낮을 수 있고 카메라 센서(402)는 약간 위로 향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카메라를 약간 눈에 

거슬리게 한다.

3.3.2  실린더

도 3a 및 3b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조하면, 전방향성 카메라(302)는 바람직하게는 속이 빈 실린더(304)에 부착되어 

있고, 그 실린더(304)는 마이크로폰 베이스(306)에 부착되어 있다. 실린더의 직경(D1)은 실린더(304)를 의도된 용도

에 대응하는 주파수에 대하여 음향학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얇아야 한다. 카메라 케이블을 실린더(304)

를 통해서 라우팅하여, 어떤 추가적인 음향학적인 장애물을 부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린더의 높이 H1은 회

의실 탁자 주변에 착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면 모습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아야하지만, 카메라가 

눈에 거슬릴 정도로 높지는 않아야 한다. 또한 실린더 높이는 최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 회의 시 실린

더의 높이는 가변적인 책상 및 참가자 키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도 3a 및 3b에 도시된 실시예를 다시 참조하면, 실린더(304)는 2cm 이하의 직경 D1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음성의

주파수에 대응하는 약 50-4000Hz 범위의 오디오 주파수가 임의의 화자로부터 본질적으로 방해받지 않고서 실린더

를 통하여 베이스의 모든 마이크로폰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이 실시예에서 실린더의 높이 H1은 14cm이다.

3.3.3  마이크로폰 베이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 베이스는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및 A/D 변환기를 지지한다. 마이크로폰 베이스

는 실린더에 연결되고, 카메라 케이블에 대한 접속 출구를 제공한다. 마이크로폰 베이스는 탁상과 마이크로폰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낮은 형태이다. 베이스는 각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참가자로의 직접 경로를 허용한다.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실시예가 도 3a 및 3b에 도시되어 있다. 마이크로폰 베이스(306)의 직경 D3는 

카메라 헤드(302)의 직경 D2보다 넓다. 이것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 안정성을 지닌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를 제공한다. 베이스의 높이 H3는 상대적으로 작다. 바람직하게는 이 치수는 다중 경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내재된

마이크로폰(308)을 탁자 표면에 충분히 근접하게 유지시키길 정도로 충분히 낮지만, 마이크로폰(308)이 베이스에 포

함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 것이 좋다. 이 실시예에 대해서, D3는 16cm이고, H3는 1.5cm, H2는 6cm, D2는 1

0cm이다.

3.3.4  마이크로폰

사용된 마이크로폰은 전방향성 또는 단방향성일 수 있지만, 전방향성 마이크로폰이 모든 음성 각도에 대하여 균일한 

응답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필요한 마이크로폰의 최소 개수는 3이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는 전체적인 오디오 시

스템의 향상된 음원 위치 측정 정확도, 더 우수한 빔-형성 및 견고성을 위하여 8개를 이용한다.

탁자의 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마이크로폰은 고무 케이싱에 탑재될 수 있으며, 방음재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마이크로폰 아래에 위치될 수 있다.

도 3a 및 3b에 도시된 실시예를 다시 참조하면, 마이크로폰(308)은 평면의 마이크로폰 베이스(306) 상의 원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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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간격으로 배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8개의 마이크로폰(308)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을 더 많이 사용할

수록 전방향성 오디오 커버리지 및 신호 대 잡음 비는 향상된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면 비용과

복잡도가 증가하여 그 효용성이 반감된다. 또한, 마이크로폰이 많아질수록 오디오 신호의 처리는 더 복잡해진다. 도 3

a 및 3b의 실시예에서, 실린더(306)의 중심으로부터 각 마이크로폰(308)의 중심까지의 거리 D5는 7cm이다.

3.3.5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A/D 변환기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폰 프리앰프(310) 및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도시되지 않음)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폰 베이스(306)로 집적된다. 이 실시예에서, 프리앰프(310)의 폭 D4는 5.901cm이다. 마이크로폰 프리

앰프는 후속하는 A/D 변환기용 신호 진폭을 정규화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신호를 증폭한다. A/D 변환기

는 카메라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이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신호의 샘플링은 서로 1마이크로 초 내에서 동기화되는데, 이는 음원 위치 측

정 및 빔-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3.4  프라이버시 모드

카메라는 렌즈 보호막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은 정상 작동 모드에서는 열려 있고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닫혀있다. 

이와 달리, 카메라 센서용 셔터가 꺼질 수 있고 또는 카메라가 프라이버시 모드에서 카메라를 끄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폰도 또한 프라이버시 모드에 들어갈 때 꺼진다. 기록 동안, 카메라의 상부에 

있는 표시등은 사용자에게 카메라가 작동 상태임을 알게 한다. 프라이버시 모드가 작동하면 표시등은 꺼진다.

4.0  모듈식 특성으로 인한 대안적인 실시예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설계의 다양한 다른 실시예가 가능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본 시스템의 모듈식

특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카메라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360도 카메라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비디오 센서를 이용하는 전방향성 카메라를 이용한다. 이와 달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파노라마식 커버리지

를 달성하기 위하여 360도로 빛을 포착하는 쌍곡선 렌즈 및 하나의 비디오 센서를 사용하는 전방향성 카메라를 이용

한다. 또한, 이들 카메라 중 하나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고, 회의 참가자의 정면 모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향학적으

로 투명한 실린더형 막대 위에 올려질 수 있다. 또는 카메라 중 하나는 마이크로폰 어레이와 집적될 수 있다. 이와 달

리, 다른 전방향성 카메라 설계를 실린더형 막대 및/또는 마이크로폰 어레이와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마이크로폰 구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방안의 임의의 화자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탁자에 근접하고 원 주의에 등 간격으로 배치된 마이크로폰으로 이루

어진 다. 그러나,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를 이용하여 카메라와 통합될 수 있는 다른 마이크로폰 구성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최적의 360도 음향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카메라도 없이 상기한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이 커버리지는 다중 경로 문제가 최소화되거나 제거되기 때문에 음원 위치 측정 및 빔-형성에서 유

용하다.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일 실시예에서, 이미지 스티칭 및 압축은 PC에서 수행된다. 다른 실시예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 또는 다른 게이트 어레이를 구비한 카메라에서 이미지 스티칭 및 압축을 수행한

다. 이 설계는 카메라 및 PC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하여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이미지 압축 및 회의를 기록/방

송하는 것과 같은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PC에 더 많은 CPU 사이클을 허용한다.

5.0  예시적인 실시예

본 발명의 카메라(502)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504)를 이용하는 일 실시예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카메라(502)의 이

미지 출력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504)의 오디오 출력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504)를 통하여 컴퓨터(504)로 라우

팅된다. 컴퓨터(508)는 이미지 및 오디오 입력을 강화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파노

라마식 필터 모듈(510)은 전방향성 카메라(502)의 다양한 센서에 의하여 감지된 이미지를 스티칭한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를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상으로의 방송(514)에 있어서 더 호환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 모듈(512)에 의하여 압축을 하거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516)에 (바람직하게는 분배기(520)를 통하여) 저장

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 카메라 관리(524)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람 검출기/추적기 모듈(522)에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자를 포함하는 이미지/비디오의 일부분이 확인되어 오디오 신호와 관련될 수 있으며, 

화자 쪽으로 향한 카메라/센서에 의하여 포착된 이미지를 방송하거나 디스크에 저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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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입력은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자로부터의 오디오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오디오를

음원 위치 측정 모듈(526)에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오디오의 빔 형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컴퓨터(508)에서 빔-형성

모듈(528)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방의 배경 잡음과는 반대로 화자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를 더 잘 포착하도록 이득을 

조절하고 잡음을 저감함으로써 신호 대 잡음 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잡음 감소 및 자동 이득 제어 모듈(530)을 사용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는 다른 화상 회의 장소 또는 인터넷으로 방송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나중

에 시청하기 위하여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상세한 설명은 설명의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본 발명을 개시된 정확한 형태로 제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상기한 바와 같은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실시예는 감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의 교시에 근거하여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는 제한되

지 않지만, 첨부된 청구항에 의하여는 제한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사람의 음성의 주파수 영역(50-4000Hz)에 대해서 음향학적으로 투명할 정도로 충분히 얇고 카메라 어레

이를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연결하는 실린더형 막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성 회절 및 셰도잉이 제거된다.

또한 본 발명의 집적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화상 회의에 대하여 360도 카메라를 이용하고 360도 카메라는 

회의실 탁자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화상 회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참가자의 우수한 카메라 시야를 제

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를 포착하는 하나 이상의 카메라;

오디오 신호를 포착하는 마이크로폰 어레이;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카메라를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연결하는 실린더 - 상기 실린더는 사람의 음성의 주파수 영역

에서 음향학적으로 투명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카메라는 360도에 걸쳐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마이크로폰 어레이 베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폰은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 베이스에 탑

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 베이스의 높이는 임의의 표면으로부터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의하여 

수신되는 음향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상기 마이크로폰을 위치시킬 정도로 충분히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더가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주파수 영역은 50-4000헤르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는 컴퓨터로 입력되고, 상기 컴퓨터는 음원 위치 측정을 위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며, 상기 음원 위치 측정은 상기 오디오 신호를 발생하는 음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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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는 컴퓨터로 입력되고, 상기 컴퓨터는 빔-형성을 위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이용

하며, 상기 빔-형성은 다른 모든 방향으로부터의 음향을 필터링함으로써 한 방향으로부터의 음향의 음질을 개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는 컴퓨터로 입력되고, 상기 컴퓨터는 사람 검출 및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비디오 이미지에서 포착된 사람을 정확하게 검출하고 상기 사람의 상기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사람이 말함으

로써 생성되는 상기 오디오 신호와 관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는 컴퓨터로 입력되고, 상기 컴 퓨터는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들을 스티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마이크로폰은 전방향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마이크로폰은 단방향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3개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

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8개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

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평면적인 마이크로폰 베이스의 주변의 원에 등 간격으로 배치된 복수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마이크로폰은 외부 음향 반사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고무 케이싱에 탑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마이크로폰 아래에 방음재를 설치함으로써 외부 음향 반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렌즈 덮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렌즈 덮개는 정상 작동 모드에서는 올려져 있고, 프라

이버시 모드에서는 내려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은 상기 카메라가 상기 프라이버시 모드로 들어갈 때 꺼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카메라의 표시등은 상기 카메라가 작동중일 때 켜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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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는 네트워크 상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는 네트워크 상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

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

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는 1394 버스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

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는 아날로그 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IEEE 1394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포착 시스템.

청구항 27.
전자 회의 및 회의 기록용 비디오 및 오디오를 포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방향성 카메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단계;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상기 회의에서 발생하는 음성의 오디오 신호를 포착하는 단계 -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음

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에 의하여 상기 전방향성 카메라로 연결되는 베이스에 수용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탁자 상에 배치되고, 상기 회의의 상기 사람들은 상기 탁자 주위에 착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의하여 수신되는 상기 탁자로부터의 음향 반

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상기 탁자에 근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3개 이상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

오 포착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상기 마이크로폰 베이스의 주변의 원에 등 간격으로 배치되는 마이크로

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향성 카메라는 다수의 비디오 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

착 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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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센서는 상기 원의 주위에 등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34.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향성 카메라는 360도에 걸쳐 광선을 포착하는 쌍곡선 렌지를 구비한 단일 비디오 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35.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는 속이 빈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36.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는 마이크로폰 베이스에 부착되고 카메라 케이블은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기 케이블은 음향학적 장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37.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의 외경은 2c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3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는 50 내지 4000Hz의 오디오 주파수가 화자로부터 마이크로폰 어

레이의 모든 마이크로폰으로 실질적으로 방해받지 않은 채 상기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3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막대 높이는 조절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 포착 방법.

청구항 40.
전방향성 카메라;

최적의 카메라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카메라를 높이는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막대;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향성 카메라는 360도 카메라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비디오 센서를 사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향성 카메라는 파노라마식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360도로 빛을 포착하는 쌍곡선 

렌즈 및 하나의 비디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43.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실린더형 막대는 탁자 주변에 착석한 사람들의 정면 모습을 제공하기 위

하여 상기 카메라를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44.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원의 주위에 등 간격으로 배치된 복수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45.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표면으로부터의 음향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표면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상기 표면 상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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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에 있어서, 더 길고 더 좁은 관찰 영역을 갖는 비디오 센서는 더 장거리의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더 넓고 더 짧은 관찰 영역을 갖는 비디오 센서는 더 단거리의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집적 전방향성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47.
평면적인 마이크로폰 베이스의 주변의 원에 등간격으로 배치된 복수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폰 베이스는 상기 마이크로폰 베이스가 놓여있는 임의의 표면으로부터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의하

여 수신되는 음향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록 충분히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의하여 포착된 오디오 신호는 컴퓨터로 입력되고, 상기 컴퓨터는

음원 위치 측정을 위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며, 상기 음원 위치 측정은 상기 오디오 신호를 발생하는 음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포착된 오디오 신호는 컴퓨터로 입력되고, 상기 컴퓨터는 빔-형

성을 위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며, 상기 빔-형성은 다른 모든 방향으로부터의 음향을 필터링함으로써 한 방

향으로부터의 음향의 음질을 개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50.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마이크로폰은 전방향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어

레이.

청구항 51.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마이크로폰은 단방향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어

레이.

청구항 52.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8개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53.
제47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마이크로폰은 외부 음향 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 케이싱에 탑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어레이.

청구항 54.
제47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마이크로폰 아래에 방음재를 설치함으로써 외부 음향 반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어레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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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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