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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human-robot interaction)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인 로봇 

카메라, 마이크로폰, 기타 센서를 통해 인지 및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로봇 

시스템 및 상호작용 환경을 디자인하고 구현 및 평가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핵심

기술이다. 본 고에서는 오디오 기반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중에서 음원 추적(sound 

localization)과 화자인식(speaker recognition) 기술의 국내외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ETRI 지능형로봇연구단에서 상용화를 추진중인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audio-

visual sound localization)과 문장독립 화자인식(text-independent speaker recog-

nition) 기술들을 다룬다. 또한 이들 기술들을 가정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음성인식, 얼굴검출, 얼굴인식 등을 결합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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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기술은 로봇이 가지는 

자율성, 상호작용의 양방향성, 상호작용 또는 제어

수준의 다양성 측면 등에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HCI)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1]. 이

러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은 다양한 의사소통 채

널을 통해 인간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국

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1세기 프론티어 과제인 

인간기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개발사업 내에 인간로

봇 상호작용 과제를 수행중이며, 우수연구센터 사업

으로 인간로봇 복지로봇시스템 연구센터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중에 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한

울로보틱스, 유진로보틱스 등에서 청소로봇과 같은 

가정용 서비스 로봇의 개발과 함께 일부 업체에서는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의 상용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DARPA와 NSF 주도 하에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서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Sony, 혼다, NEC, 마쓰시타, 미쯔비시 

등에서 인간로봇 상호작용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은 비디오 기

반 상호작용 기술, 오디오 기반 상호작용 기술, 기타 

상호작용 통합 및 응용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비디오 기반 상호작용 기술은 로봇카메라로부터 얻

어진 영상정보를 근거로 하여 얼굴검출(face de-

tection),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얼굴검증

(face verification), 얼굴 표정인식(facial expres-

sion recognition), 인간 추출(human extraction), 

사용자 인식(user identification), 특정인 추적(hu-

man tracking), 호출자 식별(caller identification), 

제스처인식(gesture recognition), 포스처인식(pos-

ture recognition), 행동인식(behavior recognition) 

등을 수행한다. 한편, 오디오 기반 상호작용 기술은 

로봇에 부착된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얻어진 음성정

보에 근거해서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 화

자인식(speaker recognition), 음원 추적(sound 

localization), 음원 분리(sound separation)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상호작용 통합 및 

응용 기술로는 멀티모달 사용자인식(multimodal 

user identification), 인지적 상호작용 통합(cogni-

tive interaction), PDA 혹은 휴대폰을 통한 HRI 기

술 통합 및 응용과 관련되어진다.  

본 고에서는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가운데 오

디오 기반 상호작용 기술의 연구동향 및 기술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음성신호의 인식 기술은 크게 음

성인식과 화자인식으로 분류되며 음성인식 시스템

은 특정한 화자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화자종속

(speaker-dependent) 시스템과 화자에 상관없이 

인식하는 화자독립(speaker-independent) 시스템

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시스템이 말하는 화자가 누

구인지를 알게 하는 화자인식 시스템은 크게 화자식

별 시스템(speaker identification)과 화자검증(spea-

ker verification)으로 분류되는데 화자식별 시스템

은 등록된 화자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화자를 찾아 

그 화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고, 화자검증은 

입력된 음성이 등록된 화자의 음성인지를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화자인식 기술은 무인경비시스

템의 보안장치, 전화망 서비스에서의 암호 키, 인터

넷 보안장치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보안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2]. 한편, 음원 추적 기술은 주의집

중을 위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호출에 응답하도록 하는 로봇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필수 기술이다. 음원 추

적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정보는 중요하며, 먼저 오

디오 정보에 의해 음원 추적이 수행되고 비디오정보

에 의해 추적오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좀 더 빠른 수

행시간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음원 분리 기술

은 로봇주위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를 나눌 때 

각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얻어진 혼합된 음성신호를 

근거로 해서 각 음원을 분리하고, 그 분리된 신호로

부터 음성인식 및 화자인식을 수행하여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

는 중요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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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음원 추

적과 화자인식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ETRI 지능형로봇연구단에서 개발된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과 문장독립 화자인식 기술과 함께 시나리

오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결론으로 맺는다. 

Ⅱ. 기술별 현황 

1. 음원 추적 기술 

지능형 로봇은 음원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

공장소나 가정에서 주위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처로 이동하여 적절한 대응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

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Choi[3]는 오디오와 비디

오정보를 융합한 시청각 기반의 음원 추적 기술을 

수행하였다. 먼저 세 개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음원 

추적을 수행한 후에 추적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얼굴

검출을 이용하여 호출자에게 다가간다. 또한, Park 

[4]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2차원이 아닌 3차원적

으로 음원을 추적하기 위해 세 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였으며, 상하 혹은 좌우를 추적하고 마찬가지

로 얼굴검출을 통해 추적오차를 보상하였다. 그러

나, 이들 방법들은 음원 추적 후 카메라의 영상 안에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얼굴검출만으로는 정

확히 호출한 사용자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다. 또한, 

근거리(2m 이내)에서 음원 추적을 수행하였지만 실

제환경에서는 원거리(5m 이내)까지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호출하는 음성을 듣고 바로 음원 추적을 수

행하는 것보다는 그 음성이 호출음성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고 호출자가 또한 누구인지를 알고 음원 추적

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인간친화적인 방법이 된다.  

한편 국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5]뿐만 아니라 에코와 반향에 강인한 알

고리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음원

분리 기술과 함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uang[6]은 에코와 반향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 청

각시스템의 선행 효과를 기반으로 한 모델기반 음원 

추적(model-based sound localization)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세 개의 마이크를 이용하고 시간차 방

법(ITD)을 사용하여 기존의 빔 형성 방법, MUSIC, 

최대 우도 방법과 비교하여 적은 계산시간과 정확한 

추적을 하였다. Valin[7],[8]은 steered beam-

former를 이용하여 8개의 마이크와 3차원 공간에

서 강인한 음원 추적을 수행하였으며 5m에서 1.4도

의 추적오차를 보였다. Nakadai[9]는 두 쌍의 마이

크를 SIG 휴머노이드 로봇에 음원 추적을 적용하였

다. 한 쌍은 머리의 양 측면에서 설치되어 있고, 다

른 쌍은 잡음제거를 위해 모터 잡음과 같은 내부 음

원을 기록하기 위해 머리 안쪽에 위치되어져 있다. 

이 로봇은 인간과 같이 3차원공간에서 음원 소스를 

위치하기 위해 스테레오 방식의 음원 추적방법을 사

용하였다. 한편, Yamamoto[10]는 ASIMO에서 동

시에 발성된 혼합된 음성을 가지고 음원 추적, 음원 

분리 및 음성인식을 결합하여 잡음과 에코환경에서 

강인하면서도 정확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들 기술

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위

해서는 음성인식, 화자인식, 얼굴검출, 얼굴인식 기

술들과 결합되어 좀더 인간 친화적이어야 하며 여러 

명이 존재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좋은 추적성능을 나

타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진보된 음원 추적 기술은 

III장에서 기술되어질 것이다. 

2. 화자인식 기술 

화자식별 및 검증 기술은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가를 알아낼 

수 있으며, 또한 발화자가 가족 구성원인지 아닌지

의 여부도 알 수 있는 오디오 기반 인간-로봇상호작

용 기술이다. 현재 화자인식 기술은 생체인식과 보

안시스템에 관련된 전화망서비스나 인터넷보안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주로 문장종속이나 문장제시형 

화자인식방법이 보안시스템과 연관되어져 사용되고 

있으며, 문장독립 화자인식의 경우에는 전화망과 같

이 오랜 시간 동안 음성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에서 음성인

식 기술은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반면, 화자인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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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로봇환경에서 

화자인식 기술은 생체인식에서의 화자인식 기술과

는 달리 여러 가지 고려되어져야 할 문제점들이 있

다. 첫번째로 로봇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화자를 등

록하는 온라인 화자등록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많은 

문장을 통해 각 화자별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적은 문장으로도 

화자를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져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화된 배경화자모델

(UBM)을 생성하여 간편하게 온라인 화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주로 시도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위해

서는 게임이나 노래와 같은 오락 및 교육 콘텐츠를 

통한 등록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로 로봇환경

에서는 문장에 관계없이 화자를 식별해야 한다. 로

봇과 대화 혹은 명령을 하는 동안 로봇은 발성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명령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즉 음성인식 기술과 함께 사용되면 사용자

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할 수가 있다. 세번째

로 로봇환경에서는 거리와 잡음에 대해 강인한 특성

을 가져야 한다. 화자인식은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

거리에서도 화자를 인식해야 하며, 잡음환경에 대해

서도 강인한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TV 

잡음이나 라디오 잡음과 같이 사람의 음성이 혼합된 

신호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더 필요한 실정이다. 네

번째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보상할 수 있는 

적응방법이 필요하다. 시나리오에서 일정주기마다 

기존 화자모델을 적응방법을 통해 갱신해 주어야 한

다. 이렇듯이 화자인식 기술은 비디오 정보를 이용

하는 얼굴인식 기술과 함께 사용자인식 기술에서 중

요한 요소가 된다.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동향은 [11]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Ⅲ. 오디오 기반 상호작용 기술발전 

1.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 기술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 기술은 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가정과 같은 환경에

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 기존의 연

구에서는 박수소리나 일반적인 음성을 이용하거나,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로봇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가정환경에서는 다양한 잡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호

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추적을 수행하여 

로봇이 회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음성인식을 함께 적용하여 로봇 호칭을 

통해 호출한 음성에 대해서만 음원 추적을 수행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또한, 호출음성을 듣고 막연하게 

회전하는 것보다 호출자가 누구인지 알고서 회전하

는 것이 좀더 인간친화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자인식 기술을 통해 호출자를 식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게다가 기존의 방법에서는 음원 

추적을 수행한 후에 단지 얼굴검출 기술만으로 호출

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

히 여러 명이 로봇 카메라의 범위 안에 보여진다면 

특정 호출자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얼굴영상이 가장 큰 사람에게 다가

가거나 카메라 중심에 위치한 사람에게 다가가곤 하

였다[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자인식

으로부터 얻어진 호출자의 정보를 가지고 얼굴 추적 

및 다중 얼굴인식을 수행하여 호출자를 찾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1)은 ETRI 지능형로봇연구단

에서 개발된 연구용 로봇 플랫폼인 Wever-R2이다. 

이 로봇은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갖춘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로봇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음원 추적용 마이크

음성인식용 마이크

음원 추적용 마이크

음성인식용 마이크음성인식용 마이크 

음원 추적용 마이크 

(그림 1) 연구용 로봇 플랫폼(Wever-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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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음원 추적용 마이크로폰과 1개의 음성인식용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음원 추적은 로

봇자체에서 수행되고, 음성인식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음성신호로부터 서버에서 음성인식을 수행

하고 있다. 서버에서 호출음성으로 인식된 경우에만 

음원 추적 결과를 사용해서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개발된 음원 추적 기술로는 마이크로폰간의 시

간 지연 측정을 위해 상호상관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폰의 이득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신

호간의 상호상관성을 잘못 측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마이크로폰의 이득을 보상한 마이

크로폰의 이득 특성에 강인한 음원 추적을 개발하였

다. 또한, 음성신호의 현재 샘플과 이전 샘플과의 차

로 새로운 신호를 만듦으로써 좀 더 정확한 시연지

연을 측정할 수 있는 계차 기반의 음원 추적 기술도 

함께 개발하였다. 그 밖의 GCC-PHAT 기반 음원 

추적, 신호 보간법에 의한 음원 추적 기술 등이 개발

되었다.  

개발된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 기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로봇호칭 기반 음원 추적(웨버, 애니봇 등) 

• 음성인식을 통한 호출여부 인식 

• 화자인식을 이용한 호출자 인식 

• 얼굴검출을 통한 호출 후보자들의 얼굴검출 

• 다중 얼굴인식을 통한 호출 후보자들의 얼굴인식 

• 원거리 음원 추적(5m 이내) 

(그림 2)는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 기술의 시나리

오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음성인식, 음

원 추적, 화자인식, 얼굴검출 및 인식 기술 등이 효

과적으로 결합되어 좀 더 인간친화적인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 기술을 보여준다. 

2. 문장독립 화자인식 기술 

문장독립 화자인식 기술은 II장에서 언급한 것처

럼 생체인식에서의 화자인식 기술과는 여러 가지 측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화자등록, 문장독립 화

자식별 및 검증, 적응기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

를 진행하였다. 먼저 (그림 1)의 Wever-R2에서 화

자인식을 수행하면 음성인식과 마찬가지로 음성신

호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한 다음 서버에서 화자인

식을 수행한다. (그림 3)은 온라인 등록 및 화자모델 

구축을 위한 GUI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의 이름을 기입한 후 보여주는 

문장들을 읽음으로써 화자를 실시간으로 등록할 수

 

(그림 2)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 시나리오 
(그림 3) 온라인 등록 및 화자모델 구축을 위한  

GUI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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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일반화된 배경화자모델을 구축하여 몇 문

장을 발성함으로써 간편하게 화자를 등록할 수 있다

[12]. (그림 4)는 화자식별 및 검증단계로써 임의의 

입력문장에 대해서 특징추출을 하고, 이전 등록된 

화자의 모델과의 로그 우도 값을 계산하여 최대 값

을 갖는 화자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화자식별을 수행

한다. 또한, 화자검증은 임계 값을 설정하고, 임계 

값보다 작으면 거부하고, 임계 값보다 큰 결과를 얻

으면 화자를 받아들인다. 여기서 임계 값은 등록자

와 침입자의 로그 우도 값의 차이의 분포에 의해 설

정된다. 실제환경에서 거리 변화, 문장길이 변화, 환

경 변화에 따라 임계 값이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설

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현재 화자식별방법은 

MFCC-GMM 방법과 MFCC-GMM-PCA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화자검증방법으로는 화자혼잡도(SCR) 

방법과 GMM-UBM 방법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문장독립 화자인식 기술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간편한 온라인 화자등록(UBM을 통한 적응) 

• 문장독립 화자식별 

• 화자검증을 통한 가족/비가족 구별 

• 시간변화에 따른 적응기능 

• 음성인식과 화자인식을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 

• 로봇의 모든 방향에서 인식(다채널 보드) 

• 원거리 화자인식(5m 이내)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화자인식과 음성인식

의 결합을 위한 개념도 및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인식과 음성인식

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로봇은 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세일정, 전화 메시지, 선호

하는 TV 프로그램 및 음악, 동영상 이메일과 같이 

그 화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할 뿐만 아니

라, 기존의 음성인식만 수행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인

간친화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Ⅳ. 결론 

본 고에서는 오디오 기반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

술 가운데에서 음원 추적과 화자인식 기술의 연구동

향을 살펴보고, 현재 ETRI 지능형로봇연구단에서 

개발된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과 문장독립 화자인식 

기술 및 시나리오를 다루었다. 현재 음원 추적의 연

구방향은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서 호칭을 포함한 

간단한 문장을 통해 시청각 기반 음원 추적을 수행

하고, 다른 HRI 컴포넌트들과 통합하여 적용할 예정

이며, 화자인식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와 로봇환경에 

맞는 새로운 화자식별 및 검증방법뿐만 아니라 스코

 

(그림 4) 화자식별 및 검증을 위한 GUI 환경 

(그림 5) 화자인식과 음성인식 결합을 위한 개념도 

오늘 일정 알려줘.

Voice signal 

End point detection 

Robot Side 

음성인식컴포넌트 

화자인식컴포넌트 

오늘 일정 

홍길동 

 
홍길동님이시군요. 

오후 2시에 과제미팅이 
있어요. 

[User dependent 
service] 

음성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Server Side 

(그림 6) 화자인식과 음성인식 결합에 의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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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규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에

는 대기업 및 로봇관련 업체들이 인간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인서비스

용 로봇을 비롯하여, 외부환경의 변화나 작업변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

하거나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 

인간-로봇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 어 정 리 

GCC  Generalized Cross-Correlation 

GMM Gaussian Mixture Model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HRI  Human-Robot Interaction  

ITD     Interaural Time Difference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HAT Phase Transform 

SCR  Speaker Confusion Rate 

UBM    Universal Backgrou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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