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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구간을 검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음향신호로부터 특징값을 추출하여 판별식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

그 성능은 당연히 저하되며, 이 경우 영상신호를 이용하거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성능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영상신

호를 이용하여 음성구간을 검출하는 기존 방법들에서는 액티브 어피어런스 모델, 옵티컬 플로우, 밝기 변화 등 주로 하나의 특징값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구간의 참값은 음향신호에 의해 결정되므로 한 가지의 영상정보만으로는 음성구간을 검출하는데 한계를 보

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술 영역의 옵티컬 플로우와 밝기 변화 두 가지 영상정보로부터 특징값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값들을 결

합하여 음성구간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이 다른 시스템의 전처리로 활용되는 경우에

적은 계산량만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계적 모델링에 의한 방법보다는 추출된 특징값으로부터 간단한 대수적 연산만으로

스코어를 산정하여 문턱값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입술 영역 검출을 위해서는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점을 갖는 눈

을 먼저 검출한 후, 얼굴의 구조와 밝기값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특징값을 결

합한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이 하나의 특징값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Voice activity detection (VAD) is generally conducted by extracting features from the acoustic signal and a decision rule. The 
performance of such VAD algorithms driven by the input acoustic signal highly depends on the acoustic noise. When video signals 
are available as well, the performance of VAD can be enhanced by using the visual information which is not affected by the 
acoustic noise. Previous visual VAD algorithms usually use single visual feature to detect the lip activity, such as active 
appearance models, optical flow or intensity vari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weakness of each feature, we propose to 
combine intensity change measure and the optical flow in the mouth region, which can compensate for each other’s weakness. In 
order to minimiz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we develop simple measures that avoid statistical estimation or modeling. 
Specifically, the optical flow is the averaged motion vector of some grid regions and the intensity variation is detected by simple 
thresholding. To extract the mouth region, we propose a simple algorithm which first detects two eyes and uses the profile of 
intensity to detect the center of mouth. Experiments show that the proposed combination of two simple measures show higher 
detection rates for the given false positive rate than the methods that use a single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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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구간 검출은 입력 음향신호에서 음성구간과 비음성

구간을 구별하여 검출하는 것으로서, 음성인식, 음성압축, 
잡음제거 등 여러 응용분야에서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이다. 
음성압축에서는 음성구간 검출을 통해 비음성구간에는 낮

는 비트율을 할당하여 대역폭을 줄일 수 있다
[1,2]. 잡음이

섞인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잡음의 특

성을 구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성구간 검출기를 이용

하여 비음성구간에서 잡음의 특성을 구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음성인식 시스템에서는 최근 들어 비음성

음향모델을 이용하여 음성구간 검출기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계산량 절감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인식대

상 발화의 시작점과 끝점을 검출하여 검출된 발음에 대해

서만 음성인식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이 여전히 많이 사용

되고 있어 음성구간 검출기의 성능이 음성인식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음성구간 검출은 입력 음향신호로부터 추출

된 특징값을 판별식에 적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입력 음향환

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잡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음성

구간 검출기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고

자 잡음에 강인한 특징값을 사용하거나 하나 이상의 마이

크를 사용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5-7]. 그러나 잡음이 음성과 비슷한 스펙트럼을 갖거

나 그 특성이 비정상적 (non-stationary)인 경우, 또는 신호

대 잡음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상신호만을 이용하

거나 음향신호와 영상신호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음성구간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영상신호를 이용하는 연구는 주로 입술의 움직임을 이용

하는 것이며
[8], 음성과 영상을 함께 이용하는 멀티모달 시

스템이 점차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음향잡음이 심한 환경에

서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음성구간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려

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9-14]. 영상신호를 이용한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은 특징값을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

한 특징값을 이용하여 음성 비음성을 판별하는 방법에 따

라 여러 방식의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왔다. Liu와 Wang은
입술 주변 영역을 주성분분해법 (PCA: Principal Compo- 
nent Analysis)으로 구해진 주성분공간으로 투영한 후, 비
음성구간은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하고 음성구간

은 가우시안 믹스처 분포로 모델링 (GMM: Gaussian 
Mixture Model)하여 음성구간을 검출하였다

[9]. Aubrey 등
은 화자의 입술로부터 추출된 어피어런스 (appearance) 파
라메터

[10]
를 은닉 마코프 모델 (HMM: Hidden Markov 

Models)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음성구간을 검출

하였다
[11]. Siatras 등은 발음할 때 입이 벌어지면서 어둡게

보이는 구강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입술영역

에서 문턱값보다 어두운 화소들의 개수를 이용하여 음성구

간 검출을 시도하였다
[12]. 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

술영역의 어두운 화소의 개수가 증가 또는 많은 변화가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영상정보가 음성과 비음성구간에서

각각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모델링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Navarathna 등은 영상정보를 이용한 음성

인식에서 사용되었던 일련의 변환법을 사용하여 음성구간

검출에 적용하였는데
[13], 여기서는 정적 특징값 뿐만 아니

라 동적 특징값을 사용하였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링을

통해 음성/비음성 구간을 판별하였다. 또한, Aubrey 등은

입술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음성구간을 검출하려고 시도하

였는데, 각 영상 프레임에서 구한 옵티컬 플로우의 변화를

HMM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14].

이와같이 영상기반의 음성구간 검출은 다양한 특징값을

이용하여 왔으나 음성구간의 참값은 음향신호에 의해 결정

되므로 한 가지의 영상정보만으로는 음성구간을 검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장 끝에 위치하는 모음

과 같이 입술 움직임이 없이 음성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음

성구간 검출을 하는 경우, 만일 입술 움직임으로부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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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추출하여 음성구간을 검출한다면 문장 끝에 위치하는

모음의 끝부분은 비음성으로 간주될위험이높다. 이러한 경

우는 어두운 구강영역이 증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어느정도 검출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

이상의 영상정보 특징값을 이용한다면 상호보완효과가 기

대되므로 음성구간 검출 성능을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입술 영역의 옵티컬 플로우와 밝기 변화

등 두 가지 영상정보로부터 특징값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 추출한 특징값들을 결합하여 음성구간을 검출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이 다른

시스템의 전처리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적은 계산량만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계적 모델링에 의한 방법보

다는 추출된 특징값으로부터 간단한 대수적 연산만으로 스

코어를 산정하여 문턱값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영상정보 기반의 음성구간 검출기는 입술 주변

영역의 움직임과 픽셀 밝기 변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입술

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입술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포함한 영역을 대략적

으로 검출하면 되므로 기존의 복잡한 방법 대신 적은 계산

량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방법은 얼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점인 두 눈을찾은 후, 
얼굴의 일반적인형태와 밝기 정보를 이용하여 입술 영역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화자의 발성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실

험 결과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와같이 두 가지 특징

값을 결합한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이 하나의 특징값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같다. 2장에서는 음성구

간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영상정보 기반의 특징값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두 가지 특징값을 결합하여 음성구간

을 검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얼굴과 입술 영역

검출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결

과는 5장에서 제시한다.

Ⅱ. 음성구간 검출을 위한 특징값 추출

본 장에서는 음성구간 검출을 위한 두 가지 영상정보 기

반 특징값 추출에 대해 설명한다.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한

특징값은 입술과 그 주변영역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것이며

밝기 정보를 이용한 특징값은 발성시 변화하는 구강영역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1.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한 특징값 추출

사람이 발성할 때의 영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입술

과 그 주변 영역의 움직임이다. 즉, 연속된 영상들에서 나타

나는 입술 영역의 움직임이 화자가 말하고 있음을 알려주

는 신호가될수 있다. 이러한 입술 영역의 움직임을 포착하

기 위해 옵티컬 플로우 (optical flow)를 사용할 수 있다
[14,15]. 옵티컬 플로우는 영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패턴으로서 연속된 프레임에서 나타나는픽셀의 이동을속

도벡터로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옵티컬 플로우 추정에

널리 사용되는 Lucas-Kanade 방법을 사용하였다
[16,17]. 옵티

컬 플로우로얻어진 속도 벡터는픽셀단위로얻어진 것이

기 때문에 영상 잡음에취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

래의 식과같이 ×  크기의격자로 나누어서각격자에

해당하는 옵티컬 플로우의평균값으로 입술 영역의 움직임

을 격자 속도벡터(vgr id  )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vgr id  
 


  ∈ 

vpixel 
. (1)

여기서 vgr id    와 vpixel 는각각격자 에

서의 격자 단위 옵티컬 플로우와 픽셀 에서의 픽셀

단위 옵티컬 플로우를 나타내며 는 ×  크기의 격

자  내부에 있는픽셀들을 원소로 하는집합을 의미한

다. 이 때, 광역 움직임 (global motion) 즉, 얼굴전체의 움직

임에 의한 영향을 보상하기 위하여격자 단위 옵티컬 플로

우의 평균값을 차감하였다.
그림 1에격자속도벡터의예시영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1을 보면 발성구간에서의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속도벡터

의 크기가 묵음구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방향은 일관되

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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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을 위해속도벡터의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각영상 프

레임에서 다음 식과 같이 아래쪽 얼굴 영역의 속도 벡터

크기 중 가장 큰 값을 특징값으로 이용한다.

(a) 묵음구간에서의 옵티컬 플로우

(b) 발음하고 있을 때의 옵티컬 플로우

그림 1. 입술과주변 영역에서의옵티컬 플로우 (흰색화살표는속도벡터를
나타낸다.)
Fig. 1. The optical flow of the mouth region

  max∈ 
 vgrid . (2)

여기서 은 프레임 인덱스이며 
는 입술 영역으로

검출된 영역의격자   내부에 있는픽셀들을 원소로 하

는 집합을 의미한다.

2. 밝기 정보를 이용한 특징값 추출

본 논문에서 음성구간 검출에 사용하고자 하는 또 다른

영상정보는 입술 영역의 밝기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입이닫혀있고, 발성이 이루어

질 때는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게 되어 닫혀있던 구강 (oral 
cavity)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구강은 일반적인 상황에

서는 외부의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늘지게 되어 주변보

다 어두운 밝기값을 가진다. Siatras 등의 논문에서는 이러

한 사실을 이용하여 문턱값을 설정하고 그보다 어두운 밝

기를 갖는 픽셀의 수를 특징값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특징

값의 증가 및 변화를 통계적 모델링을 통해 음성구간을 검

출하였다
[12].

그러나 발화 시 어두운 밝기를 가지는 픽셀의 개수만 증

가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가 드러나는 경우(‘이’, ‘의’ 등의

모음)에는 주변보다 밝은 밝기를 가지는 픽셀의 개수가 증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관측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픽셀

의 밝기가 주변보다 낮거나높은픽셀의 개수를 특징값으로

사용한다. 해당되는픽셀의 개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밝은

픽셀을 검출하기 위한 문턱값과 어두운 픽셀을 세기 위한

문턱값을각각설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문

턱값 ()을 다음과같이설정한다. 앞절에서 구한 입술

영역의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움직임이 거의 없을 때 (비음

성 구간일 때), 입술영역에 대한 밝기값들로부터 히스토그램

을 구하고 상위 1%에 해당하는 밝기값을 로설정하고 하

위 5%에 해당하는 밝기값을 로설정한다. 여기서 문턱값

설정을 위한 1%와 5%는 실험적으로 구한 값이다. 입술과

(a) 묵음구간

(b) 치아가 감춰진 상태로 발성하는 경우

(c) 치아가 드러나면서 발성하는 경우

그림 2.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밝기의 히스토그램
Fig. 2. Intensity histograms for three differ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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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변 영역에서 밝기가 보다 어둡거나 보다 밝은픽

셀의 수를 세어 두 가지 픽셀 수의 합의 변화가 큰 구간을

발성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간주한다. 해당픽셀의 수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프레임을 포함한 이전 N개의 프

레임동안 밝거나 어두운픽셀수의표준편차를 구하여 음성

구간 검출을 위한 특징값( , 프레임 인덱스 에 대하여)

으로 사용한다. 본 실험에서 N은 8로설정하였다. 그림 2에
세가지 경우에 대한 밝기의 히스토그램의예를 나타내었다. 
묵음 구간 (a)의 히스토그램과 (b), (c)의 히스토그램을 비교

하면 문턱값보다 어두운 밝기를 가지는픽셀의 수는 두 경우

모두 증가하고, 치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밝은 값을 가지는

픽셀의 수도 역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음성구간 검출 과정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구한 두 가지 특징값들을 이용하

여 음성 구간을 검출하는 과정을설명한다. 특징값을 이용

하여 음성구간을 검출하기 위해 기존에는 GMM 및 HMM 
등 통계적인 모델링을 이용한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

다
[9,11-14].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훈련과정

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대수적 계산만으로 음

성구간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각각의

2장에서설명한 특징값 와 에 대해 다음식과같이 음

성구간 검출을 위한 스코어를 계산한다.

  










  




    ≤ 

  ≤ 

(3)

여기서  과  은 옵티컬 플로우와 밝기 정보에

기반한 방법에 대한 번째 프레임에서의 특징값과 스코어

를 나타낸다. 각특징값에 대한 스코어는 위 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턱값 보다 큰 경우는 1로 두고, 문턱값 

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두며, 그 사이의 특징값에 해당하

는 경우는선형적으로 변화하도록설정한다. 와 는각

각발성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

턱값으로서 실험적으로 설정되며, 본 논문에서는 옵티컬

플로우 기반의 특징값에 대해서는각각 2.5와 1.5로설정되

었고, 밝기 정보 기반의 특징값에 대해서는각각 25와 17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문턱값들은 검출된 얼굴영상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영상에 따라 큰 차이를 갖지 않고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특징값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한 후, 아
래의 식과같이 두 스코어의 가중합 (weighted sum)으로 최

종스코어를 결정한다.

  ⋅ ⋅ . (4)

본 논문에서 가중치 는 0.5로 두어 두 특징값의 영향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하지만 영상의 환경에 따라 가중치

에 차등을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상의 밝기가 일반적

이지 않아 발성시 드러나는 구강과 치아에 의한 밝기 구분

이 어려운 경우는 가중치 를 0.5보다 큰 값으로 두어 옵티

컬 플로우에 의한 스코어에좀 더의존하여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등가중치에

대한내용은 다루지 않으며 이에 대한내용은 향후 연구에

서 다루고자 한다. 음성/비음성 구별은 프레임 간에 서로

어느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식

과같이망각인자 ()가 있는 일차 재귀시스템을 최종스코

어에 적용한다.

  ⋅⋅. (5)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를 0.7로 두었다. 이렇게 구해

진 최종스코어를 아래와 같이 어떤 문턱값과 비교하여

현재 프레임이 음성구간인지 비음성구간인지를 구별하

게 된다.

음성비음성 검출결과
 음성구간 i f 
비음성구간 else

(6)

는 문턱값으로서 가 크면 정검출율 (true positive 
rate, 실제 음성구간인데 음성구간이라고 판단함)과 오검

출율 (false positive rate, 실제 비음성구간인데 음성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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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밝기

으로 잘못 판단됨)이 모두 감소하게 된다. 문턱값은 음성

구간 검출이 적용되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음성구간 검출이 잡음제거 시스템에

적용되어 잡음의 특성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면 낮은 문

턱값을 채택한다. 그 이유는 음성구간이 비음성구간으로

잘못 검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잡음제거 성능을 낮추

더라고 음성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IV. 얼굴 및 입술 영역 검출

제안하는 영상 기반 음성 검출기는 입술 영역의 움직임

과 픽셀 밝기 변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얼굴 영역과 입술

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

서는 정면 얼굴 영상만을 고려하였는데, 보다 실용적인 알

고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얼굴의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도

이용하는 것
[18]

이 바람직하나 휴대폰과 같이 정면 얼굴을

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응용분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얼굴 및 입술 영역

검출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얼굴 검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정면 얼굴을 검출하기 위하여, 가장잘알

려져있는 Viola, Jones의 알고리즘
[19]

을 사용한다. 이 알고

리즘은 적분 영상을 이용하여 Haar-like 기저함수에 대한

특징 점을 빠르게 추출하고, 이렇게 얻어진 수많은약분류

기를 AdaBoost 알고리즘
[20]

으로 강화(Boosting)하여 강분

류기(Strong Classifier)를생성하여 학습한다. 그리고좀더

속도를높이기 위해 검출 단계에서 위 과정을 통해 학습된

강분류기를 복잡도에 따라 계층적으로 적용한다. 즉, 상위

분류기에서 학습된 물체가 아니라고 검출될 경우 하위 분

류기는 동작 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량이

감소되어 실시간으로 동작 가능하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얼굴 검출 알고리즘 구현을 위

해, OpenCV에 포함되어있는 cvHaarDetectObjects 함수를

이용하였다.
 
2. 입술 영역 검출 알고리즘

얼굴 검출이 이루어진 뒤에 이를 바탕으로 입술 영역을

추정하게 된다. 기존 연구로는색상 정보와 모양정보를 이

용하여 입술영역일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분류하는 방법
[21,22]

과 경계선모델을 이용하여 입술과 피부의 경계선을 검

출하는 방법
[23] 등이 있고, 두 방법 모두 정확한 입술 검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입술

주변의 영상을 이용하여 음성구간 검출을 수행하므로 입술

을 정확하게 검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얼

굴의 기하학적인형태와 영상에서닫힌입술 사이의 밝기가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술 주변 영역을 검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구간 검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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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징값을 모두 이용하는 방법 (제안방법)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한 음성구간 검출

밝기 변화를 이용한 음성구간 검출

(True Positive R
ate) (%

)

오검출율 (False Positive Rate) (%)

그림 4.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의 ROC 곡선들
Fig. 4. ROC curves for voice activity detection 

본 논문에서는 사람 얼굴에 대한 다음과같은관측경험

을토대로 입술 영역을 추정한다. 입술 영역의 크기는 일반

적으로 가로길이가 두 눈동자 사이의 거리와 비슷하고, 세
로 길이는 얼굴의 세로 길이에 비례한다(그림 3). 입술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얼굴 영상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

는데, 사람이 발화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닫힌 입술 사이에

그늘이 발생하여 입술중앙부분은 비교적 어두운 값을 가

지게 된다. 또한 입술의중앙부분은 두 눈 사이를 이은 직

선과 수직하며 두 눈 사이의 중앙을 지나는 직선위에 위치

하게 된다.
먼저, 얼굴 검출을 위해 적용한 알고리즘에 눈 영역에 대

한 Haar 분류기를 적용하여 두 눈을 검출한다. 그리고 다음

과 같이 두 눈의 중앙점을 구한다.

 

  


    (7)

여기서    는 영상에서왼쪽눈의 위치,  

는오른쪽눈의 위치이다. 두 눈의중앙점을 시작점으로 하

고 얼굴의 아래부분을 향하는벡터중, 두 눈을잇는 직선

과 수직인벡터를 이라 하고 아래식과같이   벡터를 따

라 밝기를 검사하여 가장 낮은 밝기를 갖는 점을닫힌입술

의 중앙점으로 추정한다.

  argmin  ∈  
     ⊂  

(8)

여기서 는 좌표에 해당하는 영상의 밝기이

고, 는 얼굴 영상 아래경계에 해당하는 y축좌표이며, 

는 두 눈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이다. 이렇게 구한 입

술 중앙점 을 중심점으로 하여 입술 영역을 정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로길이는 일반적으로

두 눈동자 사이의 거리와 비슷하므로 눈 검출을 통해 얻어

진 두 좌표 사이의 거리로 설정하고, 세로 길이는 얼굴의

세로 크기에 0.25를 곱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3에 검출된

얼굴 및벡터 상에서의픽셀밝기 값의 변화와 일련의 과

정을 통해 얻어진 입술 영역을 나타내었다.

IV.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음성발화로 이

루어진 동영상 25개에 대해 음성구간검출을 수행하였다. 
동영상에서의 얼굴은 모두 정면을 보고 있으며, 각동영상

마다 1개 또는 2개의 문장이 발음되었다. 전체프레임 수는

4356이고, 이 가운데 음성구간은 1563 프레임이며, 나머지

2793 프레임은 비음성구간이다. 영상은 초당 30프레임인



526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2012년 5월 (JBE Vol. 17, No. 3, May 2012)

영상 10개와, 초당 15프레임인 영상 15개를 이용하였고, 음
향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는 44.1kHz이다.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여러 문턱

값 ()에 대해 정검출율과 오검출율을 계산하였다. 음성/
비음성구간에 대한 참값은 음향파형으로부터 수작업을 통

해 구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해 옵티컬

플로우 기반의 특징값이나 밝기 변화 기반의 특징값만을

이용한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도 평가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두 가지 특징값을 결합하는 것이각각의 특

징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

이므로 서론에 열거한 다른 기존 알고리즘과의 비교는 수

행하지 않았다. 그림 4에 문턱값 변화에 따른 정검출율과

오검출율을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
을 나타내었으며, 두 개의 특징값의 조합을 이용하는 제안

된 알고리즘의 경우약 5%의오검출율을 갖도록 값을 정

했을 때 95% 정도의 정검출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실

험결과에서 보듯이 하나의 특징값만을 이용한 알고리즘들

에 비해 두 가지 특징값을 적절히 결합한 음성구간 검출기

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정보로부터 특징값을 추출하여 음성

구간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영상정보를 이용

하여 음성구간을 검출하는 방법은 음향잡음에 전혀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음향잡음이 심한 환경에서 음향신호를 이용

하는 음성구간 검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에 제안되었던 두 가지 영상정보 기반의 특징값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첫번째특징값은 화자의 입술과 그 주변

영역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하는 것인

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광역 움직임을 차감

하여 얼굴전체의 움직임에 강인하도록 하였다. 두번째특

징값은 발성시 드러나는 구강의 영향으로 어두운 화소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추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발

성시 드러나는 구강의 어두운 화소뿐만 아니라 치아로 인

한 밝은 화소도 고려하였다. 이와같은 두 가지의 특징값을

추출한뒤각각의 특징값으로부터 스코어를 계산하여 하나

의 최종 스코어를 구하고 이를 문턱값과 비교하여 음성구

간을 검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음성구간검출은 다른 알고리

즘의 전처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은 계

산량이 요구된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 통계적 모델링과 같

은 복잡한 방법 대신 문턱값 비교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량으로 음성구간을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된

실험결과, 오검출율을 5%로 하였을 때 95% 정도의 검출율

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특징값을 이용한 결과들와

비교하여 향상된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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