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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로봇과 같이 외부 음향잡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입
술을 움직여 발성하는 경우에만 음성인식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입술움직
임 영상을 보다 정확히 추적하기 위한 테스트 환경 구현에 관한 것이다. 음성구간 검출과정에서 입
술움직임 영상 추적결과의 활용여부는 입술움직임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
다. 이를 위해 영상 프레임율 동적 제어, 칼라/이진영상 변환, 순간 캡쳐, 녹화 및 재생기능을 구현
함으로써, 다각적인 방향에서 입술움직임 영상 추적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음성/영상 
기능을 연동시킨 결과 약 99.3%의 연동성공율을 보였다. 

 

1. 서론 

음성인식 기능은 기본적으로 음성에너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음성인식 서비스 환경에

는 다양한 음향잡음이 존재하게 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특히, 로봇과 같
이 외부 음향잡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적잡

음이 예고 없이 유입되어 음성으로 오인식 되는 경우

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영상의 경
우에는 음향잡음과는 무관하게 획득하고 처리될 수 
있어서 이를 음성인식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1][2]. 사람은 말할 때 입술을 움직이게 되므로, 
음성인식 과정에 입술움직임 영상 추적 결과를 활용

하면 음향잡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음성인식의 전처리 단계인 음성구간 검

출 과정에서, 입술움직임 영상추적 결과를 추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연동함에 있어서, 입술움직임 영상을 보
다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구축한 테스트 환경에 관한 
것이다. 입술움직임 추적결과는 영상신호 데이터로 변
환되어 최종적으로 공유버퍼(l)에 저장되고 음성구간 
검출과정에서 확인하게 된다. 테스트 환경은 Visual 
C++로 구현되었으며, 영상추적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

으로 필요한 영상과 데이터를 테스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음성/영상 연동시스템을 살
펴본 다음, 입술움직임 영상 추적에 관한 테스트 환경 
구현결과를 서술한다. 

 

2. 음성/영상 연동 시스템 개요 

(그림 1)은 기존의 음성인식 절차(②…⑥~)에 영상

처리 절차를 부가하여 구축한 구조도이다.  
 

 

(그림 1) 음성/영상 연동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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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에너지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어 음성인식 과

정에서 분석되는 기존의 방식 외에, PC 용 화상카메라

를 통하여 발성화자의 영상을 입력 받아 영상데이터

를 동시에 분석하는 구조이다(ⓐ...ⓛ)[3][4][5]. 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움직임이 포착되면 입술움직임 영상

이 있는 지의 여부를 분석하게 되고, 분석된 결과는, 

마이크에 입력된 음향에너지가 음향잡음인지의 여부

를 판정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신호로 활용된다[6]. 
음성인식기와 영상처리기는 간접적으로 연동되는 구

조여서, 서로 독립적으로 구동될 수 있다. 
 

3. 입술움직임 영상 추적 테스트 환경 

(그림 2)는 음성/영상 연동환경 하에서, 얼굴요소의 
움직임 영상 중에서 입술움직임 영상을 추적하는 것
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구축한 테스트 환경

(a)과 이를 통하여 추출한 결과의 예(b, c)를 보여준다. 
 

 
(a) 

 
 
 
 
 
 
 
 

                (b)                                    (c) 
(그림 2) 입술움직임 영상 추적 테스트 화면 

(a) 화면의 타이틀 바를 통하여, 입술움직임 영상 
추적결과 중 최대적합률(0.98), 현재 추적된 영상의 적
합률(0.89) 및 입술움직임 여부를 구분하는 임계적합

률(0.65)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상 프레임율의 동
적제어(1~30 프레임/sec)를 통하여 속도를 제어하면서 
살펴볼 수 있고, 정지(STOP) 및 재실행(RESTART)할 
수 있다. 추적결과를 이진영상(TESTimg_gray, a 의 우
측화면)과 칼라영상(REALimg_color, c 화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필요한 화면을 순간캡쳐(CAPTURE_pic)하
여 파일로 저장한 후 열어(OPEN_imgfile, a 의 좌측화

면과 b)보면서 확인해 보거나, 동영상으로 저장

(RECORD_mov)하여 재생(OPEN_Avifile)해 볼 수 있도

록 아이콘으로 구성하였다. 
시각적인 확인과 아울러, log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입술움직임 영상 특징데이터를 on-line 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수의 움직임 영상 중에서 입술움직

임 영상을 추적하기 위하여는 off-line 에서 미리 입술

움직임 특징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추출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
은 on-line 으로 수집한 입술움직임 특징 데이터의 예
를 보여준다. 
 

<표 1> 입술움직임 특징 on-line 추출결과 

특징구분 평균 표준편차 
가로폭 (픽셀수) 7 1.29 
세로폭 (픽셀수) 27 0.97 

가로/세로율 3.86 0.67 
면적율 0.42 0.6 

명암편차 (픽셀값) 18 0.44 
수평 중심율 1.06 1.02 
수직 중심율 0.75 0.32 

 
위에서 면적율이란 입술움직임 영상을 포함하는 외

접 사각형면적에 대한 실제 면적의 비율이다. 명암편

차는 움직임 영상 생성을 위한 영상 프레임간의 명암

값 차이를 나타낸다. 중심율은 다수 움직임의 전체 중
심으로부터 떨어진 상대적인 거리의 비율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과 영상의 연동을 통하여 외부

의 동적잡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구조와 함

께 입술움직임 영상을 보다 정확히 추적하기 위하여 

구축한 테스트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양한 방

법으로 입술움직임 영상의 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연동결과 99.3%의 연동성공율을 보였

다. 본 연구결과는 연속음성인식 과정에서의 동적잡

음 방지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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