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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향-영상-위치 통합 정보 기반의 장소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음영 지역에
서의 정확도 감소나 추가 하드웨어 필요 등 기존 위치 정보 인식 방법이 가지는 제약을 극복 가능하고,
지도상의 단순 좌표 인식이 아닌 논리적 위치 정보 인식을 수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위치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음향, 영상, 위치 정보들과 같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종 센서 데이
터들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들을 학습하기 위해, 각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특징 벡터들을 각각 다른 분류
기를 통해 학습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하나의 분류 결과를 얻어내는 앙상블 기법을 사용한
다. 실험 결과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따로 학습하여 분류한 결과와 비교하여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사용자 상황인지 기반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서 제안하는 모델의 스마트폰 앱 구현을 통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서

론

최근 스마트 모바일 기기 사용의 대중화와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의 활성화로 스마트
모바일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정보 서비스의 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치 정보 인식을 위한 기
존의 방법들은 대부분 경제성이나 편의성, 정확도의 부
족으로 실용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치 정보 인식을 위한 기존 방법들은 인식 가능 범위
에 따라 GPS 및 이동통신망 기반의 매크로 위치 인식,
적외선이나 초음파 등을 이용하는 마이크로 위치 인식,
그리고 이동 레퍼런스 노드들 간의 연결성으로 위치를
계산해내는 Ad-Hoc 위치 인식 방법으로 분류된다[1-3].
그러나 이 방법들은 신호가 감쇄되는 음영 지역에서 정
확도가 감소하고,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등
의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측정된 좌표를 실제 서비스에
서 이용하기 위해 해당 위치의 논리적 정보를 개별적으
로 맵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지능형 모바일
로봇의 자율이동기능 구현을 위해 영상 정보를 분석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인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반 위치 인식 기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4]. 이 방
법은 로봇이 사람처럼 집안의 가구 위치와 벽면 각도,
바닥이나 천정, 조명의 특징 등을 인식해서 스스로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술이다.

* 본 논문은 2014년도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
며, 정부(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NRF-2010-0017734-Videome)과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KEIT-10035348-mLife)의 지원을 일부 받았음.

본 논문에서는 좌표 정보 외에 해당 위치에서의 시각
및 청각 신호 등 멀티모달(Multi-modal)의 환경 정보들을
이용하는 사람의 위치 인식 메커니즘을 모방한 음향-영
상-위치 통합 정보 기반의 위치 정보 인식 방법을 제안
한다. 이 방법은 앞서 기술한 기존 위치 정보 인식 방법
과는 달리, 지도상의 단순 좌표 인식이 아닌 논리적 위
치 정보, 즉 장소(Place) 인식을 수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위치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활용하여 위치 기반 서
비스의 성능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있다.
음향, 영상, 위치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종(Heterogeneous) 데이터들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 제
안하는 방법에서는 각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특징 벡터들
을 서로 다른 분류기를 통해 학습하고 그 결과를 가중치
기반의 voting method를 통해 최종적인 하나의 분류 결
과를 얻어내는 앙상블 학습(Ensemble Learning) 방법을
사용한다[5]. 앙상블 학습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 하나를 찾는 대신 가설들의 집합을 만
들고 이 집합으로 투표를 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유전
자 정보 분석[6], 기후 변화 예측[7], 영화 추천 시스템[8]
등에서 이미 이종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바 있다.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9]와
SIFT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기술자 [10]가
각각 영상과 음향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데 사용되며,
위치 데이터는 장소별 확률을 계산을 위한 가중치로 사
용된다.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내 장소(사무
실, 강의실, 식당)와 실외 장소(버스, 지하철, 자가용)에서
각각 데이터를 획득하고, 장소 인식 성능 평가를 수행하
였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앙상블 기반 장소인식 기법의
전체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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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폰에 내장된 다중 센서 기반 사용자 장소인식 기법 전체 흐름도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음향 데이터 전처리 및 특징 추출
음향 데이터로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위해 사람의
소리 인지 주파수를 반영하는 MFCC 계수를 이용한다.
먼저 음향 데이터를 44100 Hz의 샘플링 주파수로 1초 동
안 녹음한 후, 2048개 샘플로 구성된 프레임을 1024개
간격으로 이동시키면서 이전 프레임과 50% 중첩되는 방
식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총 42개 프레임으로 나뉜 데이
터는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프레임별 양
끝단의 불연속 지점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프레임에 식 (1)과 같은 해밍 윈도우(Hamming Window)
를 적용한다. 여기서  은 프레임의 길이이다.

      cos  



(1)

각 프레임의 데이터를 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후, Mel-scale의 필터
뱅크(Filter Bank)에 통과시켜 파워스펙트럼을 구한다. 입
력 주파수를  라고 할 때, Mel-scale의 주파수   를
다음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log    

(2)

Mel-scale 필터 뱅크를 통과한 데이터에 식 (3)과 같이
로그 함수와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수행하
여 12개의 주파수 특성과 하나의 프레임 로그 에너지 특
성으로 구성된 총 13차의 MFCC 계수   을 추출한다.
이때       는 필터 뱅크의 출력 데이터,  은
프레임 내 샘플 개수이다.

   










 log   cos      





(3)

최종적으로 음향 데이터로부터 1초마다 42개의 특징
벡터들이 구해지며, 모두 학습 데이터 집합으로 사용된다.
2.2 영상 데이터 전처리 및 특징 추출
영상 데이터는 480×640 pixels (72 dpi)의 해상도를 가
지는 이미지를 임의의 각도로 촬영하여 획득하며, 이때
조리개 개방 및 노출 정도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정한
다. 이후 영상 데이터의 크기를 120×160 pixels로 축소
하고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영상으로 변환한 후, SIFT
기술자를 사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전체 SIFT 기술자들은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200개 크기의 Bag-of-Words를 특징 벡터로 표
현되고 이에 따라 각 이미지는 200개 시각단어의 히스토
그램으로 정의된다.
2.3 위치 데이터 전처리 및 특징 추출
위치 데이터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A-GPS 센서를 이용
하여 영상 데이터와 함께 지오태그(GeoTag)의 형태로 기
록된다. 영상 데이터의 EXIF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메타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지오태그로부터
도분초(dd°mm’ss’’) 단위의 GPS 좌표를 추출하고, 이를
도(degree) 단위(DD.DDDD )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다음으
로 전체 GPS 데이터를 위도와 경도가 각각 0.001로 그
리드 영역들로 구분지어 클러스터링한 후, 수식 (4)와 같
이 각 영역들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 레이블 개수를 카운
트하고, 해당 영역들에 각 장소에 대한 확률 가중치를
계산하여 부여한다.

    

        
∈ 





(4)

식 (4)에서 는 장소 클러스터를, 는 장소 레이블을
나타내며,  은 전체 GPS 데이터 수,   는 클러스터 에
포함되어 있는 GPS 데이터 수를 나타낸다.
2.4 장소 인식 앙상블 학습 모델
음향, 영상, 그리고 위치 데이터는 각기 다른 형태의
특징 벡터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분류기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이 아닌 데이터별로 별개로 학습된
분류기의 예측값들을 결합하는 앙상블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음향과 영상 데이터의 특징 벡터들을 각각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단, 음향 데이터는 42개의
서로 다른 분류 결과들 중 추정확률(probability estimate)
합이 가장 큰 장소 레이블을 선택하고, 해당 레이블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한다. 영상 데이터로부터
분류된 장소 레이블은 추정확률값을 가중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식 (5)와 같이 위치 데이터의 영역별 장소
확률 가중치를 음향과 영상 데이터 분류 결과의 가중치
에 곱한 후, 두 가중치를 비교하여 높은 가중치를 가지
는 장소 레이블   을 구한다.
  arg          ∈    (5)
식 (5)에서  은 음향과 영상 데이터에서 각각 분류된
장소 레이블을,   는 분류 결과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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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논의
본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6명의 학생 및 연구원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3000장, GPS 좌
표 9000개, 그리고 3000초의 녹음된 오디오 파일들을 사
용하였다. 분류를 위한 장소는 사용자가 주로 일상을 보
내는 실내외 장소들을 고려하여 사무실, 강의실, 식당,
버스, 지하철, 자가용으로 총 6개 장소를 선택하였다.
실험에서는 먼저 전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의 두 그룹으로 나누며, 이때 검정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에서 임의로 추출된 20%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
머지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하나의 데이터 샘플
은 각각 사진 1장으로부터 추출된 영상 데이터 특징 벡
터(k=200), 3개의 GPS 좌표값, 그리고 1초 길이의 환경
녹음 사운드로부터 추출된 42개의 MFCCs로 구성되었다.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그림 2와 같
다. 분류 성능의 비교를 위해 각 데이터를 따로 분류한
결과와 영상-음향 데이터 분류기 2개를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를 함께 확인하였다. 이때 음향과 영상 데이터는 각
특징 벡터를 SVM을 이용하여 분류하였으며, 위치 데이터
는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생성된 장소 클러스터와 검
정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영상-음향 데이터 분
류는 샘플별 분류 결과에서 추정확률값이 높은 결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단일 데이터 분류시 문제가 되
는 요인들을 서로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보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인식률을 향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마이크 GPS
센서를 통해 입력받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소
인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는 제안
하는 방법이 단일 데이터를 사용한 것보다 월등히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GPS 기반의 방법이 불가능한 실내 장소 인식(Indoor
Place Recognition)이 가능하다. 향후 지도 정보 서비스와
의 연계 및 스마트폰 앱 구현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상황인지 및 위치 기반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한 효과
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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