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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적으로, 화상회의에서 화자의 위치를 검출하는 

것은 음향 신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1] 그러나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이나 화자 검출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는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출 시스템의 

성능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음향 기반의 

검출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흑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상 기반의 화자 검출 알고리즘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화자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화상회의에 한층 사실감을 부여하는 3 차원 오디오 

재생에 사용될 수 있다.

1. 서론

화자 검출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마이크로폰 어레이(Microphone array) 를 이용하는 

등의 음향 기반 검출 알고리즘이었다[6]. 그러나 음향 

기반의 알고리즘은 물리적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노이즈에 의한 성능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화자 검출은 영상으로부터 

얻은 화자 검출 정보를 이용하여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오디오 비주얼(Audio-VisuaD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화자 위치를 

찾기 위해 영상 시퀀스에서 움직이는 입을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특히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화자를 검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 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획득한 영상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화상회의와 유사한 상황 하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화자 검출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얼굴 검출 이론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먼저 입력 영상으로부터 

얼굴영역을 분리해내게 된다. 만약 얼굴 영역을 

성공적으로 추출해 내면, 눈이나 코, 입과 같은 얼굴의 

특징점들 역시 얼굴 영역으로부터 손쉽게 추출이 

가능하다. 얼굴검출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소개되어 있다[5].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피부색 모델을 사용하기로 한다[5]. 이 이론은 아래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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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적 피부색 모델

사람의 피부는 2 차원. 컬러 공간상에서 특정한 

색도신호 값을 갖는 좁은 영역으로 군집되는 특정을 

갖는다[2, 3], 색도변환에 의한 색도신호 값은 다음과 

같다.

r = R /(R + G + B) (])

g = G/(R + G + 8)

이진영상이다. dilation, erosion 과 같은 후처리 

기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하지 않는 영역을 

제거한 그림 l-(c)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위 등식에서 R, G, B 는 각각 red, green, blue 를 

의미하고 r, g 는 붉은색 색도신호와 녹색 색도신호를 

나타낸다. 다양한 인종의 차이에 무관하게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는 색도신호 값들은 특정 구간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이 

피부색 모델을 사용하여 입력 영상으로부터 얼굴영역을 

추출하였다.

2.2 얼굴 영역의 구분

제안된 알고리즘의 첫 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입력 영상으로부터 색도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특흐】, 입력 영상의 각 

점들을 컬러 공간에서 피부 영역과 그렇지 않은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내었다. 이와 같은 분류 

결과로부터 피부 영역을 표시하는 이진영상을 구성할 

수 있다.

3. 화자 검출

얼굴 영역이 성공적으로 추출된 다음에는 입의 

위치를 찾고 입의 움직임을 검출해내야 한다. 그림 

1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얼굴의 특징점들과 피부 영역은 

휘도신호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얼굴 영역으로부터 입을 포함한 

특징점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

3.1 입의 위치 검출

분할된 얼굴영역을 나타내는 영상으로부터 눈, 코,

입과 같은 특징점들을 추출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비디오 데이터를 다루기

방법이나 신경망 이론을

복잡도를 증가시킨다는

따라서 여기에서는 입의

때문에

이용한

측면에서

위치를

정지 영상이 아닌

템플릿에 기반한

방법은 계산상의

적절하지 않다.

실시간으로 찾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에서 보았듯이 피부를 나타내는 얼굴영역으로 

둘러싸인 몇몇의 영역이 얼굴의 특징점들을 나타낸다. 

다시말하면, 특징점들은 얼굴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피부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a) (b) (c)

그림 1 (a) 원영상 (b) 피부영역의 이진영상

(c) 최종적으로 얻어진 얼굴 영역

(a) (b)

그림 2 (a) 얼굴의 특징점 영역 (b) 관심 영역

그림 1 은 얼굴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l-(b) 는 점들을 분할한 결과로부터 구성한

영역 채우기와 같은 후처리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는 그림 2-(a)와 같이 특징점들을 얻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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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수평방향과 수직방향 각각으로 투영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눈, 코, 입과 같은 특징점들의 

위치를 얻어낸다［4］.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선 

그림 2-(a) 의 영상을 수직선을 따라 투영시켜서 

특징점들의 수직위치를 알아낸다. 투영 히스토그램에서 

피크값들은 눈, 코, 입과 같은 특징점들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이 과정을 통해서 입의 

수직위치를 검출하고 나면, 다시 수평방향의 투영을 

통한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입의 수평위치를 검출해내게 

된다. 임의의 실험영상에 대한 수직, 수평방향의 

히스토그램은 그림 3에서 나타내었다.

이 함수값이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 번째 

프레임에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10 개의 영상 시퀀스를 사용하여 제안된 방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영상 시퀀스는 10 명의 화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영상 시퀀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화자가 무작위 순서로 교대로 

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림 4 는 임의의 실험 영상 

시퀀스 중에서 한 프레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테스트 영상의 프레임

3.2 입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입의 위치를 찾고 나면, 같은 과정을 주어진 입력 

영상의 매 프레임에 대해 수행하게 된匸］•. 만약 입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입을 나타내는 영역은 프레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면, 이는 화자가 그 시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경우, 인접한 

프레임간의 차이가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최종적으로 화자가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초당 30 프레임으로 구성된 영상에서 인접 

프레임간의 차이는 매우 작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 

10 개 프레임간의 차이를 합한 결과로 입의 움직임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4
Z)呀(/) = £ z卩(x，y，/)—，©,W+i)|

i=-5(x,y')eB ⑵

이 식에서 B 는 입을 포함하고 있는 블록 영역을 

나타낸다. 이 등식은 입의 움직임 검출 함수로서, 만약

그림 5 는 제안된 방법을 실험영상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 화자는 번갈아가며 말하게 되고 

직접 눈으로 프레임을 보아가며 판단한 말하는 구간은 

그림 5 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입의 움직임 

검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진 함수값들을 임계치와 

함께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함수값들이 임계치를 넘게 되면 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그래프에 의하면, 

A, B 순서로 말을 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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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방법에 의해 검출된 말하는 영역과 직접 눈으로 

프레임을 보고 판단한 구간이 거의 일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Speak detection accuracies.

Index Speaking

Frames

None Speaking

Frames

Total

Frames

Datal 0.9251 0.8490 0.8932

Data2 0.9534 0.8640 0.9137

Data3 0.9276 0.8 0.8713

Data4 1.0 0.8350 0.9409

Data5 0.8993 0.9120 0.904

Data6 0.8862 0.9056 0.8937

Data7 0.9727 0.84 0.9190

Data8 0.9722 0.8958 0.9340

Data9 0.9652 0.875 0.9291

DatalO 0.8910 0.8521 0.8745

Avg. 0.9393 0.8628 0.9073

10 개의 실험 영상에 대하여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였고, 표 1 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눈으로 

판단한 말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후로는 

speaking region 과 non-speaking region 으로 표기）을 

나누었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두 가지 에러, 즉 speaking region 에서의 에러와 

Non-speaking region 에서의 에러가 존재하게 된다.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알고리즘은 94%의 

정확도로 말하는 구간을 성공적으로 검출해 내었다. 

말하지 않는 구간을 포함한 전체 정확도는 86%로 다소 

낮지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임계치 설정을 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으로부터 화자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얼굴영역 

추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안된 방법이 

화자를 검출하는 데 비교적 양호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자의 다양한 움직임이나 얼굴표정은 에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자의 입이 완전히 가려지는 

경우에는 제안된 방법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얻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향 기반의 화자검출 

이론과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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