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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속도 변화 하에서 진동 기반 지형 분류는 특징 정보의
속도 의존적 변동성으로 인해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본

논문은

속도에

독립적인

지형

단위의

특징

표현으로서 I-vector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수집된 특징을 분류에 최적화된 변동 factor로 추출하여 지형에
관련된 정보만을 이용한다.
기존의 연구였던 보간법에 기반한 지형 분류는 보간법의
부정확성과 알려진 속도에서의 학습 데이터의 필요로 인해 분류
정확도가 낮고 학습의 난이도가 높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지형 분류 방법으로 I-vector와 심층 신경망에 기반한
지형 분류법을 제안하였다. I-vector는 지형에 관련된 변동성을
분류에 최적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형과 상관없는 요소가 분류
정확도를

낮추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universal background model 방식의 I-vector 학습을 대체한
심층 신경망 방식의 I-vector 학습을 적용하여 속도 프로파일
요소를 고려하였다. 분류기의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징을
추가로 추출하고 cosine 거리를 계산한 새로운 특징 벡터를
제시하였다. probabilistic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와 심층
신경망을 조합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학습 데이터 집합의
복잡도와

상관없이

데이터의

양이

최적의

적거나

많은

분류기를
경우에도

설계하였으며,
견고한

지형

수집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9가지 지형에 대해 수집된 진동 데이터로부터 제안된 방법과 다
른 방법을 비교하여 분류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
1

이 속도 변화 하에서 다른 기존 알고리즘을 능가한다는 것을 정확
도 및 각종 지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주요어 : 모바일 로봇, 지형 분류, 특징 추출, 임베딩, 잠재 변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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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동기

자율 이동 로봇의 작업 수행은 실내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외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각 지형은 지도 작성 및 경로 계획 작
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시나리오에서 로봇은 사전 정보
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지형에서 작동해야 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mobility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주행 거리 측정(odometry)의 정밀도가 고려된다 [2]. 지형 표면
의 불규칙성에 따라 로봇과 지형 간의 상호작용이 변하게 되고,
이는 로봇의 이상적인 운동 모델링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평평하
고 규칙적이며 알려진 지표면은 알려진 확률 분포에 따라 모델링
할 수 있으나, 로봇의 실제 주행 환경의 지표면에 대한 사전 정보
를 알기 힘들다. 따라서 일관된 상호작용 특성을 가진 지표면들을
각각 동일한 라벨로 가정하고, 이를 로봇의 각종 센서를 통해 데
이터로 수집하여 분류하는 지형 분류 작업이 선행된다.

그림 1. 1 모바일 로봇의 예시
7

센서를 통한 지형 분류는 크게 시각 기반 분류와 반응 기반 분류
로 나눌 수 있다. 반응 기반은 또한 음향을 직접 녹음하는 방식과
inertial measurement unit(IMU)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시각 기반 분류는 라이다 및 카메라 등의 시각 센서를 통해 지
형의 기하학적 형태와 색상을 관측하고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이는 모바일 로봇이 주행 중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리
스크인 충돌과 낙하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유사하나 다른 불규칙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형이 로봇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명의 변화
나 저조도에서 분류가 사실상 힘들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응 기반 분류는 지면과 로봇의 바퀴가 일으키는 직접적인 상
호작용을 1차원 연속 신호로 관측하고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4]. 시각 기반 분류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제
어의 관점에서 더욱 적합하다. 주행 거리 측정 작업 혹은 위치 추
정 작업 등에 더 큰 정밀도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로봇의 구
조적 변경이나 하중 변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 변화에 의해
지표면과의 상호작용이 변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수 있으나 상용화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접근법
이라 보기 어렵다.

그림 1. 2 로봇 지형 분류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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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단위로 최적의 특징을 표현하고 속도 관련 변동성을 최소
화한다면 속도에 독립적인 지형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임베
딩 기법 중의 하나인 요소 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변동성의
각 요소를 모델링하고 지형의 라벨을 분류하는데 최적화된 시스템
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vector 시스템을 적용하여 잠
재 인자를 추출하였으며, 심층 신경망을 시스템의 각 부분에 적용
시켜 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진동 데이터
로부터 제안된 방법의 분류 성능을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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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여도

본 논문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보간법(interpolation) 방식이 아닌 요소 분석
(factor analysis) 및 잠재 인자(latent variable)를 도입하여 지형
에 관련된 변동성 요소만을 추출하여 속도에 독립적인 지형 분류
가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I-vector 방식을 접목하는 동시에 cosine distance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시스템의 universal background model을 감
독 학습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정확도와 detection cost에서의 향
상이 이루어졌다.
셋째,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속도 프로파일과 진동정보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고 기존의 probabilistic linear discriminant
analysis(PLDA) 분류기와 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추가적인
성능 향상과 시스템의 정량적 요소의 개선을 이루었다.
넷째, 실제 환경에서 모바일 로봇을 구동하여 제안한 방식이
기존 방식들보다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였고, 새로 제안
한 구조의 매개 변수들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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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모바일 로봇의
지형 분류에 대한 관련 연구 및 진동 정보의 특징 추출과 속도에
독립적인 지형 분류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3장은 문제를
정의하고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의 이론적 내용 및 각
mother wavelet의 성질에 대해 다룸으로써 특징 추출 과정을 이
해한다. 4장은 I-vector의 generative model을 정의하고 학습 과
정에 있어 universal background model을 심층 신경망으로 대체
하여 속도 프로파일과 진동 정보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5장은 기본적인 분류기로서 probabilistic linear
discriminant를 이해하고 심층신경망을 통한 scoring과 두 방식을
조합하는 새로운 분류기를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다룬다. 6장은 실
제 환경에서 9개의 지형에 대해 이루어진 실험을 다룬다. 각 모델
의 변수를 비교 실험하여 최적의 구조를 찾았다. 마지막으로, 7장
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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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지형 분류
지형 분류를 다루는 일반적인 로봇의 시나리오에서, 로봇의
구동가능한 센서의 종류와 스펙에 따라 카메라 및 라이다(Lidar)
를 이용한 시각적 분류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음향(acoustic)방식
분류, inertial measurement unit(IMU)를 이용한 진동 방식 분류
및 하이브리드 방식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시각적 정보를 이용한 작업 분류는 주로 모바일 로봇의 주행
에 있어 장애물의 여부를 관측하고 지형의 경사나 굴곡을 파악하
는 digital elevation model(DEM)을 작성하는 작업과 함께 이루어
진다 [7]. 지형의 3차원 표면 정보가 구성되었을 때, 카메라의 색
상 정보에 따라 각 표면에 라벨링(labeling)으로서의 지형 분류가
이루어진다 [8]. 그러나 시각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불규칙성이 다르거나, 다른 지형을 같은 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실제 동작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진다. 또한 지형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주행

거리

측정의

정밀도

문제의

경우에도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등의 외부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
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주행 거리 보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
는다 [9].
음향을 이용한 분류는 로봇과 지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바
퀴 근처에 마이크를 추가로 장착하여 이루어진다 [10, 11]. 기본
적인 전제로서 지면과의 상호작용 이외의 잡음과 각종 소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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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적
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데이터가 44.1kHz의 음향 표준 샘플
레이트로 수집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트레이트로 진동 기반
지형 분류에 비해 비교적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진다. 또한 시각 기
반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 변화, 야외 시인성 등이 마이크와
무관하므로 견고성(robustness)를 높이기 위한 보완적인 방식으
로 사용될 수 있다.
진동 기반 지형 분류는 원래 [4]에서 제안되었지만, 수년에
걸쳐 더 연구되었다 [12, 13]. IMU와 자이로스코프로부터 얻은 진
동 정보를 이용한 분류는 추가적인 센서의 추가 없이 상호작용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14]. 또한 음향 기반 분류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변화와 무관하여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는 특징을 가진다. 학습 환경과 실제 구동 환경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장점을 가진다.
연속적인 1차원 신호 처리를 공통으로 하는 음향 기반 분류와
진동 기반 분류는 크게 두 과정으로 나뉜다. 신호로부터 특징을
추출해내는 특징(feature) 추출 과정 및 얻어낸 특징 벡터를 학습
된 분류기를 통해 라벨링하는 분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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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진동 정보의 특징 추출 및 분류

진동 정보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접근법 중 하나는 진
동 신호의 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으로 얻은 시간-주
파수 스펙트럼 특성을 support vector machines (SVMs)의 분류
기로 분류한 것이다 [15, 16].
진동 정보의 특징은 크게 정상 신호(stationary signal)와 비
정상 신호(nonstationary signal)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정상
신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zero crossing rate (ZCR),
short time energy (STE), spectral flux 등으로 이루어진 고차원
벡터를 특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17]. Ellis는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MFCCs)와 chroma 특징의 조합을 사용하
였다 [18]. MFCC는 오디오 분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특징으
로

인간의

청각

인지

구조를

모방한

방식이다.

Brooks와

Iagnemma는 log-scaled power spectral density (PSD)를 추출
하여 쌍으로 이루어진 분류기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12].
비정상 신호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프레임 기반 처리과정인
short time Fourier transform(STFT)이 사용된다 [19]. 그러나
short time frame의 해상도가 고정되어 있어 시간과 주파수간
tradeoff가 발생한다. Hamming 혹은 Gaussian window

w(t)에

대해 STFT는 다음과 같다.

STFT{x(t)}(τ, ω) ≡ X(τ, ω)
∞

= ∫ 𝑥(𝑡)𝑤(𝑡 − 𝜏)𝑒 −𝑗𝜔𝑡 𝑑𝑡

(2.1)

−∞

이를 multi resolution analysis(MRA)를 통해 각 주파수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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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에 대해 분석하여 개선한 방식으로 wavelet transform이
이용된다 [20]. 주어진 mother wavelet ψ𝑠,𝜏 (t) 에 대해 wavelet
transform은 다음과 같다.

∞

WT{x(t)}(s, τ) ≡ γ(s, τ) = ∫ 𝑥(𝑡)ψ∗𝑠,𝜏 (t)𝑑𝑡

(2.2)

−∞

주안점은 scale과 time 변수를 포함하는 mother wavelet 이외의
프레임 해상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비정상 신호의 다양한 스펙
트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 크게 발전하여 특징 추출 및 분류에 사용되는 deep neural
network(DNN)의 bottleneck feature를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었
다 [21]. 이는 DNN의 숨겨진 레이어 중 하나의 활성화를 특징
벡터로 사용하여 수행된다. 일부 분류기의 경우 숨겨진 계층의 차
원이 너무 높아 차원 감소가 필요하다. 선형감소 변환은 DNN 학
습의 일부로 노드 수가 적은 병목 층을 사용하여 최적화된다.

그림 2. 1 DNN bottleneck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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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특징 벡터에 대한 분류기로는 위의 언급한 SVM이 기본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또한 Gaussian mixture model (GMM)
및

linear

discriminant

analysis(LDA),

K-nearest

neighbor(KNN), hidden Markov model(HMM) 등의 분류기가 각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이용된다. LDA에 대해 확률적인 latent
variable model을 도입한 probabilistic LDA는 안면 인식에서 처
음 제안되었으나 [22], 이후 화자 인식 분야에서 노이즈 감쇠 및
다이나믹 노이즈 모델링 등에 많이 이용되었다 [23]. DNN은 충분
한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최근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
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bottleneck 특징의 경우 이
외에 end-to-end 분류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형 분류의 경
우 Abhinav는 원본 신호를 spectrogram 분석 후 2차원 그래프
값을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DCNN)의 입력으로 주
어 97%의 높은 지형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24]. 그러나 음향 신
호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계산 과정에 있어 많
은 시스템 리소스를 이용하여 실시간 분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Sebastian는 long short term memories(LSTM)을 구조적으로 개
선한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s)을 이용하여 진동 신호
를 입력으로 가지는 end-to-end 분류기를 제안하였다 [25]. 그
러나 84%의 높지 않은 정확도 및 특정 클래스에 관한 neural
network의 인식 강도가 데이터 셋 내의 상대적인 발생과 상호 관
련되어 있어 노이즈에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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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속도에 독립적인 지형 분류

진동 기반의 지형 분류의 주요 장애물은 속도 의존성과 부하
의존성이다. 로봇의 속도 및 부하의 변화로 인한 지면과 로봇의
상호 반응의 변화로 인해 진동 신호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다수의 속도와 부하에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어렵다 [26]. 시각 기반 분류와 진동 기반
분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은 이런 영향을 이론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 없다 [27]. 따라서 eigenspace
manifold 상의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한 학습 데이터 추정이
제안되었다 [28]. 우선 속도와 지형을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
성한 후 각 조합에 대해 중간 특징 벡터를 보간법하여 속도 의존
성을 다룬다. 그러나 속도와 지형의 일부 조합에 대해 0%에 가까
운

낮은

정확도가

나오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후

matrix

logarithm 및 spline을 이용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interpolation을 통한 개선이 제안된다 [6]. 그러나 속도가 낮을
때 보간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와의 차이가 미미했다. 특징
벡터의 분류 공간 상에서 의도하지 않은 보간법은 분류기의 성능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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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진동 정보의 특징 추출 및 집계

제 1 절 문제 정의

관측 로봇이 임의의 지형 u로 구성된 지도에서 [𝑣𝑚𝑖𝑛 𝑣𝑚𝑎𝑥 ]의
속도 범위로 동작하며 진동 신호를 받는다. 지형은 다중 클래스로
최소 3개 이상의 상이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속도 범위는 선속
도와 각속도 모두에 각각 적용된다. 로봇의 하중 조건은 동일하다
고 가정한다. 임의의 벡터 𝑥𝑡 를 6차원 진동 신호라고 했을 때, 시
간 t에서 3차원의 가속도계 및 3차원의 자이로스코프 값으로 구성
된다. 연속된 관측은 여러 지형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지형만을 나타낼 수 있는 T 길이 프레임 단위로 데
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진동 신호는 랜덤 프로세스 X = {𝑥𝑡 |𝑡 ∈
1, … , 𝑇}로 정의한다. 목표는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지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그림 3. 1 문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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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진동 신호의 특징 추출

시계열 random process X 는 지형 표면의 불규칙성 때문에
비정상 신호의 특징을 가진다. 이런 신호들은 매 시간마다 주파수
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STFT에 의해 시간 - 주파
수 영역에서 분석된다. 그러나 짧은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간 해상도와 주파수 해상도 사이에 tradeoff가 생긴다.

∞

STFT{x(t)}(τ, ω) = ∫ 𝑥(𝑡)𝑤(𝑡 − 𝜏)𝑒 −𝑗𝜔𝑡 𝑑𝑡

(3.1)

−∞

따라서 multiresolution 성질을 만족하는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CWT)을 이용한다. DNN bottleneck 특징의 경우 많
은 경우에 유용하나 6차원 진동 신호의 경우 충분히 저차원이기
때문에 차원 축소의 필요성이 없고, 비정상 신호의 경우 스펙트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였다. 함수
∞

𝜓 ∈ 𝐿1 (ℝ) ∩ 𝐿∞ (ℝ) 에 대해 ∫−∞ 𝜓(𝑡)𝑑𝑡 가 0 일 때 이 함수를
wavelet으로 정의한다. 1 ≤ p ≤ ∞ 조건에서 모든 x가 x ∈ 𝐿𝑝 (ℝ)을
만족할 때, 𝜓가 다음과 같은 CWT를 정의한다 [31].

∞

CWT{x(t)}(s, τ) ≡ 𝑋(s, τ) = ∫ 𝑥(𝑡)
−∞

1
√𝑠

𝜓(

𝑡− τ
) 𝑑𝑡
𝑠

(3.2)

=< 𝑥, 𝜓𝑠,𝜏 >𝐿2 𝑓𝑜𝑟 𝑎𝑙𝑙 𝑠, τ ∈ ℝ+ × ℝ

이 때 𝜓𝑠,𝜏 = 𝜓 (

𝑡− τ
𝑠

)이며, 함수 𝜓는 mother wavelet이다. 만약 𝜓

가 주파수 𝑓0 와 −𝑓0 모두에 위치한다면, localization은 다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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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측정된다.
∞

∆𝜓̂ = √∫ (|𝑓| − 𝑓0 )2 |𝜓̂(𝑓)|2 𝑑𝑓

(3.3)

−∞

2
2
0
0
이 때 𝑓0 = − ∫−∞ 𝑓|𝜓̂(𝑓)| 𝑑𝑓 = ∫−∞ 𝑓|𝜓̂(𝑓)| 𝑑𝑓 이다. 함수 mother

wavelet 𝜓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𝜓의 dilation되고 translation된
daughter wavelet을 생성하는 소스 함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래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1차 inverse CWT는 다음과 같다.

∞

∞

x(t) = 𝐶𝜓−1 ∫ ∫ 𝑋(s, τ)
−∞ −∞

1
√𝑠

𝜓̃ (

𝑡− τ
𝑑𝑠
) 𝑑τ 2
𝑠
𝑠

(3.4)

그림 3. 2 mother wavelet 𝝍의 dilation 및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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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𝜓(𝑓) 𝜓(𝑡)
𝜓̃(𝑡)는 𝜓의 dual 함수이며 𝐶𝜓 = ∫−∞ |𝑓| 𝑑𝑓 인 허용가능한 상수

이다. Hat은 Fourier transform 연산자이다. 특정 경우에 𝜓̃(𝑡) =
̂ (𝑓)|2
∞ |𝜓

𝜓(𝑡)가 성립하며, 이 때 위 상수는 ∫−∞

|𝑓|

𝑑𝑓 가 된다. 해당 상수

는 반드시 0 < 𝐶𝜓 < ∞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래 신호를 복원하
기 위한 2차 inverse CWT는 다음과 같다.

∞
∞
1
1
𝑡− τ
x(t) =
∫ ∫ 2 𝑋(s, τ)𝑒𝑥𝑝 (𝑖
) 𝑑τ𝑑𝑠
̅̅̅̅̅̅̅
𝑠
̂ (1) −∞ −∞ 𝑠
2𝜋𝜓

(3.5)

이러한 inverse transform을 위해 wavelet은 window w(t)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이 권장된다.

(3.6)

𝜓(t) = w(t)exp(it)

일반적인 mother wavelet 함수는 Shannon wavelet, Morlet
wavelet, Meyer wavelet, 그리고 Marr wavelet (Mexican hat)의
네 가지가 있다. 이들은 각각 표 3.1 및 그림 3.3과 같다.
Mexican

Hat과

DoG

wavelet은

단순한

zero

wavelet이며

Shannon wavelet은 여러 개의 사이드 로브(side lobes)가 사라지
는 뾰족한 형태를 가진다. Morlet 및 Shannon wavelet은 더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가져야하는 Mexican Hat 및 DoG wavelet과는 달
리, 사이드 로브로 인해 시간 해상도가 다소 낮은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GMM의

형성을

위해

Gaussian-modulated

complex 지수인 Marr wavelet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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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 일반적인 wavelet function의 수식
Wavelet

Shannon

Mathematical expression
𝑓 − 3𝜋/2
𝑓 + 3𝜋/2
𝜓(𝑓) = ∏ (
)+∏
𝜋
𝜋
1 𝑖𝑓 |𝑥| ≤ 1/2
with gate function ∏(𝑥) = {
0 𝑖𝑡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1

1
(𝜎−𝑓)2

𝜓(𝑓) = 𝑐𝜎 𝜋 −4 (𝑒 −2
Morlet

1 2

− 𝜅𝜎 𝑒 −2𝑓 )

with normalization constant 𝑐𝜎 = (1 + 𝑒

−𝜎2

−

1
−
3
2
− 𝜎2
2𝑒 4 )

and hyperparameter 𝜎
1

Meyer

𝑗𝑓
3|𝑓|
2𝜋
4𝜋
− 1)/2) 𝑒 2 𝑖𝑓
<
|𝑓|
<
2𝜋
√2𝜋
3
3
𝑗𝑓
𝜓(𝑓) =
4𝜋
8𝜋
1
3|𝑓|
< |𝑓| <
cos(𝜋𝑣(
− 1)/2) 𝑒 2 𝑖𝑓
3
3
2𝜋
√2𝜋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
0

sin(𝜋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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𝑥>1
𝜓(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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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𝜎𝜋

𝑡 2 − 𝑡 22
2𝜎
1 (1 − ( ) ) 𝑒
𝜎
4

with hyperparameter 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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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일반적인 wavelet function의 형태
(a): Shannon wavelet, (b): Morlet wavelet,
(c): Meyer wavelet, (d): Marr wav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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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MM-UBM을 적용한 Feature Aggregation

GMM은

일반적으로

다변수

데이터의

모델링에

사용되는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PDFs)의 조합이다. GMM
은

비감독(unsupervised)

방식으로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clustering)하지만 데이터의 PDF를 얻을 수 있다. 지형과의 상호
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해 GMM을 사용하면 각 지형에 종속적인
PDF가 생성된다. 다양한 데이터에서 PDF를 계산하면 특정 지형
의 GMM과 임의의 지형의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 스코어를 얻을 수 있다. 각 지형에서 얻은 F 차원 n 길이의
CWT 계수 W의 각 feature 요소 𝑤𝑛 를 M Gaussian components
로

모델링한다.

GMM의

posterior

probability는

GMM

hyperparameter λ = {𝜋𝑔 , 𝜇𝑔 , Σ𝑔 |𝑔 = 1, … , 𝑀} 를 형성하는 𝑔 -th
혼합물의 weight, mean vectors 및 covariance matrices의 항으
로 표현된다.

𝑀

p(𝑤𝑛 |λ) = ∑ 𝜋𝑔 𝑁( 𝑤𝑛 |𝜇𝑔 , Σ𝑔 )

(3.7)

𝑔=1

주어진 GMM에 대한 특징 벡터의 likelihood는 위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진동 특징 벡터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가정된
다. 특징 벡터의 시퀸스 W = {𝑤𝑛 |𝑛 ∈ 1, … , 𝑁}에 대해 GMM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𝑁

p(𝑊|λ) = ∏ p(𝑤𝑛 |λ)
𝑛=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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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GMM은 일반적으로 모델에 주어진 데이터의 likelihood를 반복적
으로 증가시키는 Expectation-Maximization(EM)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학습된다.
그러나 수집된 프레임 단위의 feature가 모든 속도 범위에 대
해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GMM을 그대로 이용하면 속도에 독립적
인 분류를 할 수 없다. 또한 모델링 과정에서 개별 지형에 대해
얻은 데이터간 최적 components M의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서 feature를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개별 지형에

독립적이고 속도에 따른 모든 변동성을 표현하도록 학습된 UBM
을 도입하였다. UBM은 모든 등록된 지형의 대체 모델 역할을 하
는 보편적인 대형 GMM λ0 를 가정한다. 이 접근법에서 개별 지
형의 GMM은 UBM으로부터 Bayesian adaptation을 통해 조정
(adapted) 혹은 파생(derived)된다 [32].

그림 3. 4 UBM-GMM 모델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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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M에서 각 지형의 진동 특징 벡터의 maximum likelihood를 계
산하는 것과 달리, GMM-UBM 모델은 잘 학습된 UBM 매개 변
수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얻어진다.
UBM λ0 와 등록 feature W가 주어지면, mixture component
g에 의해 생성된 각 feature 𝑤𝑛 의 posterior probability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g|𝑤𝑛 , λ0 ) =

다음으로

𝛾𝑡 (𝑔) 의

값이

𝜋𝑔 𝑝(𝑤𝑛 |g, λ0 )
∑𝑀
𝑔=1 𝜋𝑔 𝑝(𝑤𝑛 |g, λ0 )

weight,

mean,

(3.9)

= 𝛾𝑡 (𝑔)

그리고

covariance

parameter를 위한 sufficient statistics를 계산하기 위해 쓰인다.

𝑛

(3.10)

𝑁𝑛 (𝑔) = ∑ 𝛾𝑡 (𝑔)
𝑡=1
𝑛

(3.11)

𝐹𝑛 (𝑔) = ∑ 𝛾𝑡 (𝑔)𝑤𝑛
𝑡=1
𝑛

𝑆𝑛 (𝑔) = ∑ 𝛾𝑡 (𝑔)𝑤𝑛 𝑤𝑛 𝑇

(3.12)

𝑡=1

이 값들은 각각 조정된 GMM을 지형 분류를 위해 고정 차원 벡터
인 GMM supervector로 형성하는 데 필요한 0차, 1차 및 2차
Baum-Welch

통계와

같다.

이

값들을

이용하여,

posterior mean과 covariance matrix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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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의

𝐸𝑔 [𝑤𝑛 |𝑊] =

𝐹𝑠 (𝑔)
𝑁𝑠 (𝑔)

𝐸𝑔 [𝑤𝑛 𝑤𝑛 𝑇 |𝑊] =

𝑆𝑠 (𝑔)
𝑁𝑠 (𝑔)

(3.13)
(3.14)

이에 대한 maximum a posteriori(MAP) adaptation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다.

𝜋̂𝑔 = [𝛼𝑔 𝑁𝑛 (𝑔)/𝑇 + (1 − 𝛼𝑔 )𝜋𝑔 ]𝛽

(3.15)

𝜇̂ 𝑔 = 𝛼𝑔 𝐸𝑔 [𝑤𝑛 |𝑊] + (1 − 𝛼𝑔 )𝜇𝑔

(3.16)

Σ̂𝑔 = 𝛼𝑔 𝐸𝑔 [𝑤𝑛 𝑤𝑛 𝑇 |𝑊]
+(1 − 𝛼𝑔 )(Σ𝑔 + 𝜇𝑔 𝜇𝑔 𝑇 )-𝜇̂ 𝑔 𝜇̂ 𝑔 𝑇

(3.17)

스케일링 계수 𝛽 는 모든 조정된 mixture weight로부터 계산되어
총합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새로운 GMM 매개 변수는 UBM 매
개 변수와 관측된 데이터에서 얻은 sufficient statistics의 weight
의 합계이다. 변수 𝛼𝑔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𝛼𝑔 =

𝑁𝑠 (𝑔)
𝑁𝑠 (𝑔) + 𝑟

(3.18)

여기서 𝑟은 relevant factor이다. 이 매개 변수는 조정된 GMM 매
개 변수가 관찰된 데이터의 영향을 받는 방식을 제어한다. 모델
가중치, 평균 및 공분산에 대해 다르게 정의되나 평균 벡터 𝜇̂ 𝑔 의
adaptation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해당 값만 고려한다.
지형 인식에서 진동 신호의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길이의 두 가지 신호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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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 가변 길이 신호로부터 고정 차원 벡터를 얻는 효과
적인 방법은 GMM 모델의 매개 변수를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GMM supervector의 형성이다. 각 components의 MAP 적응
평균은 supervector 𝑚𝑛 의 형성을 위해 쌓여진다. 따라서 등록되
는 feature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모든 supervector의 차
원은 6F × M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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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I-vector

제 1 절 I-vector의 Generative Model
GMM supervector는 일반적으로 고차원이기 때문에 curse of
dimensionality 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또한 지형 변화 및 속도
변화로 인한 feature의 변동성 요소뿐만 아니라 분류의 성능을 떨
어뜨리는 불변항을 가지고 있다. Factor analysis(FA)는 관측 불
가능한 latent variable의 수가 적을 때 고차원의 관측 가능한 데
이터 벡터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벡터의 분석으로 적절하다. 지형에 의존적인 GMM supervector
𝑚𝑛 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구성 요소의 선형 조합으로 가정한다
[33]. 네 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등록 라벨 / 채널 / 환경 독립 구성 요소 (𝑚0 )
2) 등록 라벨 종속 구성 요소 (𝑚𝑒𝑛𝑟𝑜𝑙𝑙 )
3) 채널 / 환경 종속 구성 요소 (𝑚𝑐ℎ𝑛 )
4) 잔류 요소 (𝑚𝑟𝑒𝑠 )
구성 요소 1은 대개 UBM에서 얻을 수 있는 상수이다. 성분 2-4
는 무작위 벡터로 상이한 현상에 따른 supervector의 가변성을
나타낸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등록 라벨과 세션 ℎ 에서 얻은
GMM supervector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𝑚𝑛,ℎ = 𝑚0 + 𝑚𝑒𝑛𝑟𝑜𝑙𝑙 + 𝑚𝑐ℎ𝑛 + 𝑚𝑟𝑒𝑠

(4.1)

해당 모델에 대한 식 (3.16)의 MAP adaptation은 두 개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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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조합으로 가정할 수 있다. 요소 1은 등록 라벨에 의존적이며
다른

하나는

독립적이다.

좀

더

일반화된

방식으로,

MAP

adaptation은 다음과 같은 GMM mean supervector에서의 연산으
로 표현될 수 있다.

𝑚𝑛 = 𝑚0 + 𝐷𝑧𝑛

(4.2)

여기서 𝐷 는 ( 6FM × 6FM ) 대각 행렬이고 𝑧𝑛 은 ( 6FM × 1 ) 표준
정규 랜덤 벡터이다. 단순함을 위해 세션 ℎ 로 인해 아래 첨자를
생략했다. 식 (4.1)의 선형 왜곡 모델에 따르면, 𝑚𝑒𝑛𝑟𝑜𝑙𝑙 = 𝐷𝑧𝑛 이
다. 특수한 경우에 𝐷2 = (1/𝑟)Σ 로 가정했을 때 식 (3.16)에서 주
어진 MAP adaptation 식이 식 (4,2)로부터 도출된다. 𝑟 은 식
(3.18)의 relevant factor이다.
Joint factor analysis(JFA) 모델은 단일 모델에 대한 MAP
adaptation으로 수행되는 신호 모델과 채널 모델을 결합하여 공식
화된다. 이 모델은 등록 라벨과 채널 가변성이 모두 GMM
supervector 공간의 하위 차원 부분 공간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
들 부분 공간은 각각 행렬 V와 U에 의해 확장된다. 이 모델은 등
록 라벨과 세션 ℎ에서 얻은 무작위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해 GMM
mean supervector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𝑚𝑛,ℎ = 𝑚0 + 𝑈𝑥ℎ + 𝑉𝑦𝑛 + 𝐷𝑧𝑛,ℎ

(4.3)

여기서 등록 라벨에 의존적인 구성 요소 𝑚𝑒𝑛𝑟𝑜𝑙𝑙 은 𝑉𝑦𝑛 과 같으며
채널에 의존적인 구성요소 𝑚𝑐ℎ𝑛 은 𝑈𝑥ℎ 와 같다. 따라서 이는 선형
왜곡 모델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관련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GMM supervector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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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 분류기를 적용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해당 방법과 JFA 접근
법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시도에서 추정된 등록 라벨 계수를 SVM
분류기의 feature로 사용하였다. 또한 채널 요소가 등록 라벨에
의존적인 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실로 인해, 등록 라벨과 채널 요소
는 전체 가변성 공간(total variability space) 이라고 불리는 단일
공간으로 결합되었다. 이 FA 모델에서 GMM supervector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4.3)

𝑚𝑛,ℎ = 𝑚0 + 𝑇𝑦𝑛,ℎ

이 경우 latent variable 𝑦𝑛,ℎ ~𝑁(0,1) 을 total factor라고 한다. 위
의 모든 FA 방법과 마찬가지로 latent variable은 관측할 수 없지
만 posterior의 기대치로 추정할 수 있다. 분류기의 다음 단계의
특징으로 사용될 수 있는 total factor의 추정치는 I-vector로 알
려져

있다.

I-vector라는

용어는

짧은

형태의

동일성

벡터

(identity vector)이며, 또한 intermediate vectors라는 용어는
supervector와 feature 벡터 사이의 중간 차원을 말한다. (6F ×
M) × R 차원의 loading 행렬 𝑇 는 supervector의 차원을 Ivector의 R × 1 차원으로 줄인다. JFA 또는 다른 FA 방법과는 달
리 I-vector 방식은 등록 라벨과 채널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GMM supervector의 차원 감소 방법이다. 본질적으로 식
(4.3)은

GMM

supervector의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 𝑇 행렬은 각 진동이 다른
라벨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고유 벡
터 모델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된다.
latent variable 𝑦𝑛,ℎ ~𝑁(0,1)에 대해 UBM에 𝑀 Gaussian 성분
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𝑚 번째 성분과 연관된 진동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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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는 평균 𝑀𝑚 및 공분산 Σ𝑚 을 갖는 Gaussian 분포를 따른다.
I-vector 벡터 모델은 𝑀𝑚 이 선형 변환을 통해 Gaussian 분포를
따르는 저 차원 변수 𝑤𝑛,ℎ ∈ ℝ𝑅 로부터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𝑇 행
렬이 EM 알고리즘에 의해 얻어졌을 때, 진동 신호의 확률 프로세
스 X는 식 (4.3)에 의해 유추될 수 있는 posterior 확률 p(y|X)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p(y) 가

Gaussian

분포이기

때문에

posterior 확률 p(y|X) 또한 Gaussian 분포를 따른다.

(4.4)

𝑝(𝑤|𝑋)~𝑁(𝑦̅, Ξ)

여기서 mean 벡터 𝑦̅ 와 공분산 행렬 Ξ 는 Ξ 의 0차 및 1차
statistics로부터 얻을 수 있다.
분류기에서, 평균 벡터 𝑦̅ 는 진동 신호의 I-vector로 취해지고,
true/imposter 결정은 I-vector들 사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수행
된다. Cosine 거리가 보통 선택된다. 등록 라벨에 대한 I-vector
의

차별성을

covariance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normalization(WCCN),

within-class

nuisance

attribute

projection(NAP), linear discriminant analysis(LDA)와 같은 변
환 접근법이 거리를 계산하기 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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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NN 기반 BW statistics 추출

각 지형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이 지형의 독자성과 속도-하중을
나타내는 프로파일에 의해 표현된다고 가정하자. 프로파일의 배열
을 집합 Q라고 정의한다. 집합 Q를 maximum likelihood(ML) 접
근법을 사용하는 의사 결정 트리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의사 결
정 트리는 split의 각 면에 있는 데이터를 단일 Gaussian으로 모
델링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가장 큰 likelihood를 가져 오는 로컬
최적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생성된다. 의사 결정 트리의 leaf들은
집합 Q의 최종 집합과 같다.
전통적으로 GMM이 집합 Q에 대한 분포 q와 관측된 벡터 x에
대해 관측 확률 분포 p(x|q)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시스템에서 DNN이 그 모델링을 대신할 수 있다. 관측 확률
은 다음과 같이 Bayes 규칙을 사용하여 집합 Q 의 posterior와
prior로부터 구할 수 있다.

𝑝(𝑥|𝑞) = 𝑝(𝑞|𝑥)𝑝(𝑥)/𝑝(𝑞)

(4.5)

그림 4. 1 프로파일 예측을 위한 DNN 학습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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𝑝(𝑥|𝑞) 는 디코딩에 필요한 관측 확률이며, 𝑝(𝑞) 는 이전의 집합
Q 이고 𝑝(𝑞|𝑥) 는 DNN에서 얻은 Q posterior이다. 이를 학습하기
위한 흐름도는 그림 4.1과 같다.
이 때 주어진 UBM λ0 와 등록 feature W 에 대해 생성된 각
feature 𝑤𝑛 의 posterior probability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g|𝑤𝑛 , λ0 ) =

𝜋𝑔 𝑝(𝑤𝑛 |g, λ0 )
∑𝑀
𝑔=1 𝜋𝑔 𝑝(𝑤𝑛 |g, λ0 )

= 𝛾𝑡 (𝑔)

(4.6)

각각의 최소 집합 Q가 단일 Gaussian 분포에 의해 정확히 모델링
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p(g|𝑤𝑛 , λ0 )의 클래스 g, 즉 GMM
에서의 Gaussian index가 집합 Q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된다. 특정
진동 신호에 대한 I-vector는 이 신호에 대한 모델의 likelihood
를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각 class g 에 대한 평균의 변화를 모델
링한다. UBM에서 정의한 class와 하위 class에는 고유한 의미가
없다. 각 Gaussian은 단순히 하나가 아닌 다른 배열의 인스턴스를
포함할 수 있는 feature 공간의 일부만을 나타낸다. 각 프레임은
동일한 지형에 대한 학습 프레임과 비교된다. UBM을 전사된 진동
데이터에 대한 감독(supervised) 방식으로 학습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UBM은 다음과 같다.

𝛾𝑡 (𝑔) ≈ p(g|𝑤𝑛 )

(4.7)

𝑛

𝑁𝑛 (𝑔) = ∑ 𝛾𝑡 (𝑔)

(4.8)

𝑡=1
𝑛

𝐹𝑛 (𝑔) = ∑ 𝛾𝑡 (𝑔)𝑤𝑛
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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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𝑛

𝑆𝑛 (𝑔) = ∑ 𝛾𝑡 (𝑔)𝑤𝑛 𝑤𝑛 𝑇

(4.10)

𝑡=1

이 새로운 감독(supervised) 방식의 UBM은 표준 UBM을 대체
할 수 있으며 각 Gaussian의 likelihood를 계산하고 이를 Bayes
규칙을 사용하여 posterior로 변환함으로써 I-vector 계산에 필
요한 posteriors에 사용될 수 있다.
감독된, 혹은 감독되지 않은 UBM은 지형분류가 아닌 속도-하
중 프로파일 인식 성능에 맞게 최적화 된 기능을 모델링한다. 이
러한 feature는 소수의 Gaussians만 존재하는 간단한 GMM으로
모델링했을 때 프로파일 내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NN의 posterior를 직접 𝛾𝑡 (𝑔)로
사용한다. 1차원 연속 신호 모델링에서 DNN은 GMM 기반 모델을
크게 능가한다.

그림 4. 2 I-vector를 위한 DNN 학습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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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vector의 학습 및 추출

I-vector 모델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4.11)

𝜇𝑛 = 𝜇 (𝑏) + 𝑇𝑧𝑛 + 𝜖𝑛

여기서,

𝜇 (𝑏) 는

UBM의

평균

벡터를

쌓아서

얻어진

supervector이며, 𝑧𝑛 는 latent variable이며 𝜖𝑛 은 0을 평균으로 하
는 Gaussian 분포에 따른 잔류 노이즈이다. 실제로 𝜖𝑛 의 공분산
행렬은 UBM의 공분산 행렬 Σ (𝑏) 로 근사된다. 이를 UBM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형식으로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𝑏)

𝜇𝑛𝑔 = 𝜇𝑔 + 𝑇𝑔 𝑧𝑛 + 𝜖𝑛𝑔

(4.12)

진동 feature 벡터 𝑤𝑛 에 의한 등록이 이루어지면, 지형을 나타

그림 4. 3 I-vector 추출 과정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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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I-vector 𝑦𝑛 는 𝑧𝑛 의 posterior 평균, 𝑦𝑛 =< 𝑧𝑛 |𝑤𝑛 > 이
다. 𝑦𝑛 을 결정하기 위해 𝑧𝑛 의 joint posterior density와 지시 변수
𝑜𝑛,𝑡,𝑔 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𝑡 = 1, … , 𝑇 이며 𝑔 = 1, … , 𝑀 이다.
Joint posterior density는 Bayes 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𝑝(𝑧𝑛 , 𝑜𝑛,−,− |𝑤𝑛 ) ∝
𝑝(𝑤𝑛 |𝑧𝑛 , 𝑜𝑛,−,− = 1)𝑝(𝑜𝑛,−,− )𝑝(𝑧𝑛 )
𝑇

(4.13)

𝑀

= ∏ ∏[𝜆𝑔 𝑝(𝑤𝑖𝑡 |𝑜𝑛,𝑡,𝑔 = 1, 𝑧𝑛 )]

𝑜𝑛,𝑡,𝑔

𝑝(𝑧𝑛 )

𝑡=1 𝑔=1

이는 각 (n, t)쌍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𝑇

𝑀
(𝑏)

(𝑏)

𝑝(𝑧𝑛 ) ∏ ∏ [𝑁(𝑤𝑖𝑡 |𝜇𝑔 + 𝑇𝑔 𝑧𝑛 , Σ𝑛 )]

𝑜𝑛,𝑡,𝑔

𝑜

𝜆𝑔𝑛,𝑡,𝑔

(4.14)

𝑡=1 𝑔=1

𝑧𝑛 에 의존적인 항을 추출해내면 다음과 같다.

𝑝(𝑧𝑛 |𝑤𝑛 ) ∝
𝑀

𝑇
1
(𝑏)
(𝑏) −1
− ∑ ∑(𝑤𝑖𝑡 − 𝜇𝑔 − 𝑇𝑔 𝑧𝑛 ) (Σ𝑛 )
2

exp

(4.15)

𝑔=1 𝑡

{

1
(𝑏)
(𝑤𝑖𝑡 − 𝜇𝑔 − 𝑇𝑔 𝑧𝑛 ) − 𝑧𝑛𝑇 𝑧𝑛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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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𝑀

=

exp {𝑧𝑛𝑇

(𝑏) −1

(𝑏)

∑ ∑ 𝑇𝑔 𝑇 (Σ𝑛 ) (𝑤𝑖𝑡 − 𝜇𝑔 )
𝑔=1 𝑡
𝑀

1
(𝑏) −1
− 𝑧𝑛𝑇 (𝐼 + ∑ ∑ 𝑇𝑔 𝑇 (Σ𝑛 ) 𝑇𝑔 ) 𝑧𝑛 }
2
𝑔=1 𝑡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

y = (I + 𝑇 𝑡 Σ 𝑁(𝑢)𝑇)−1 ∙ 𝑇 𝑡 Σ 𝐹̃ (𝑢)

(4.16)

𝑁 은 6FM × 6FM 차원의 대각 행렬로 정의된다. 𝐹̃ 는 주어진 등록
지형 𝑢 에 대한 모든 1차 Baum-Welch statistics를 연결하여 얻
은 6FM × 1 차원의 supervect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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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PLDA와 DNN의 혼성 분류기

제 1 절 Baseline으로써 PLDA

속도 변화로 인한 불필요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I-vector를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y = 𝑦0 + Φ𝛽𝑡 + Γ𝛼𝑣 + 𝜖

(5.1)

지형 변동에 종속적인 부분 𝑦0 + Φ𝛽𝑡 는 동일 지형의 모든 Ivector에 대해 동일하다. 𝑦0 는 I-vector의 전역 평균이며 행렬
Φ는 지형 요소 𝛽𝑡 의 변화에 따른 지형 변동 subspace를 나타낸
다. 나머지 부분은 속도 변화 및 소음으로 인해 변화한다. 초기
PLDA는 heavy-tailed distribution을 사용하나, I -vector의 길이
를 normalization할 경우 더 간단한 Gaussian PLDA 모델이 동일

그림 5. 1 PLDA의 graph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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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능을 보인다.
이 경우 PLDA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34].

(5.2)

y = 𝑦0 + Φ𝛽𝑡 + 𝜖

따라서 Gaussian PLDA를 사용하는 전처리 단계로서 I-vector
whitening transform과 length normalization이 필요하다. 모델 (
Φ, Σ𝜖 ) 의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PLDA 또한 EM 알고리즘을 사
용한다. 목표 I-vector와 테스트 I-vector가 주어지면, 검증 스
코어는 different-terrain 가설에 대한 same-terrain 가설의 log
likelihood ratio이다. Gaussian 가정을 고려할 때, 스코어는 모델
변수로 구성된 closed-form solution으로 계산될 수 있다.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지만 JFA 모델은 PLDA와 매우 유사하다.
이

모델들의

명백한

모델링하는 반면

차이점은

PLDA

모델은

JFA가

GMM

I-vector를

supervector를
모델링한다. I-

vector는 본질적으로 차원 축소된 supervector의 버전이므로
JFA는 원칙적으로 지형내 혹은 지형간 유사성을 모델링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실제로는 라벨이 지정된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며 JFA의 많은 매개 변수로 인해 저차원 Ivector에서 PLDA 모델만큼 효과적으로 교육 할 수 없다. 게다가
총 변동성 모델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모델

방정식은

동일하나 두 모델의 학습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JFA는 GMM
supervector 용으로 설계되었으므로 UBM의 여러 혼합에서 진동
프레임 및 통계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I-vector와 달리
GMM supervector는 JFA 학습 전에 추출되지 않으며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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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A는 진동 특성을 직접 조작하고 해당 feature 스트림에서 두
가지 프레임 간에 유사성 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진동 feature
및 다양한 통계에 대한 이러한 의존성으로 인해 JFA는 점수 산정
프로세스에 더 많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PLDA의 경우, 입력
feature는 사전에 추출된 I-vector이며, 스코어링 과정에서 해당
지형의 두 개의 I-vector만 필요하며 진동 feature는 필요하지
않다. 이로 인해 PLDA가 훨씬 간단하게 구현된다. 충분히 큰
라벨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면

JFA가

I-vector-PLDA

시스템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고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PLDA 모델은 몇 가지 제한점, 특히 클래스 평균의 prior 분포
및 각 지형의 I-vector의 조건부 분포에 대한 기본 Gaussian
가정을 가지고 있다. 모델 학습과 추론에서 계산 편의성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고 이 가정에 대한 정당성은 거의 없다. Gaussian을
Gaussian Mixture로 대체함으로써 이 가정이 어느 정도 완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델의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PLDA에 대한 또 다른 관심사는 generative
모델링

자체이다.

고려하더라도,

클래스간

분별로

true/imposter

결정에

모델링에 대해 여전히 차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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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학습된다는

대해서는

것을

discriminant

제 2 절 DNN scoring 기법

DNN scoring의 기본 개념은 본 논문에서는 I-vector 쌍의
거리, 즉 한 쌍의 I-vector가 동일한 지형에 속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식별 함수를 학습 할 때 DNN 모델의 기능을 사용하
는 것이다. 단순한 discriminant 모델링은 기존 SVM 기반 시스템
에서 사용되었고 I-vector 시스템으로 적용될 때 각 클래스에 대
해 1 대 전체 분류자를 설계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많은 분류
자를 만들 필요가 있고 데이터 희박성과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해
성능에 큰 문제를 가진다. 이는 양성(positive) 샘플 (I-vector의
진짜 지형)은 종종 희귀하고 부정(negative) 샘플 (I-vector의
가짜 지형)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접근 방식은 PLDA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형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일 분류자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다수의
I-vector 쌍을 수집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지형으로 라벨을 지정
한 다음 SVM과 같은 차별적인 모델을 학습하여 I-vector 쌍이
같은 지형에 속하는 posterior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형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I-vector 쌍은 순전히 가공되지 않은 feature이며, 제한된 학
습 데이터를 가진 feature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discriminant 모
델을 학습하는 것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간단
한 경우에도 feature 추출이 필요하다. 또한 SVM이 얕은 모델이
기 때문에 지형의 수가 커질 때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인 지형 공
간을 다룰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하위 수준의 계층과 복잡
한 feature mapping을 학습하고 상위 수준의 계층과 복잡한 결정
경계를 학습 할 수 있는 DNN과 같은 심층 모델이 더 적합하다.
42

이에

따라

I-vector

쌍에

대한

새로운

DNN

기반

discriminant scoring 접근법을 설계하였다. 주요 프로세스는
discriminant feature 추출과 discriminant model 학습의 두 단계
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주요 작업은 가공되지 않은 Ivector

쌍에서

feature를

추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discriminant model이 의사 결정 경계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다.

Feature는

간단하고

명확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discriminant information을 나타내야 한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sub-vector Euler distance에 의해 feature를 설계하였다.
먼저, 여러 개의 I-vector 쌍 {(𝑦𝑛,1 , 𝑦𝑛,2 )}가 수집되어 각각이
동일한 지형에 속하는 여부에 따라 양수 (+1)과 음수(−1)로 라벨
링된다. 이는 학습 세트 ∆= {(𝑦𝑛,1 , 𝑦𝑛,2 ; 𝑙𝑛 )}가 되며 𝑙𝑛 은 𝑛 번째 쌍
의

라벨이다.

특징

집합을

compact하게

유지하면서

가장

discriminant한 정보를 얻기 위해 I-vector 쌍을 낮은 차원의 부
분 공간에 투영하도록 LDA를 적용하여 projection된 학습 집합
∆̇= {(𝑦̇ 𝑛,1 , 𝑦̇ 𝑛,2 ; 𝑙𝑛 )} 을 얻는다. 여기서 𝑦̇ 는 𝑦 의 LDA를 거친
projection이다. 그 다음에, 다수의 단순한 discriminant feature들
이 추출된다. 해당 학습 집합 ∆̈= {(𝑓𝑛 ; 𝑙𝑛 )}에서 𝑓𝑛 은 I-vector 쌍
(𝑦̇ 𝑛,1 , 𝑦̇ 𝑛,2 ) 에서 유도된 feature 집합이다. sub-vector Euler
distance가 해당 작업에서 feature로 사용되었으며, 쌍의 두 벡터
2

의 첫 번째 m차원, 즉 {𝑓𝑛 (𝑖) = |𝑦̇ 𝑛,1 (𝑖) − 𝑦̇ 𝑛,2 (𝑖)| ; 𝑖 = 0, … , 𝑚 − 1}이
다. 𝑦̇ 𝑛,1 및 𝑦̇ 𝑛,2 는 LDA projection 공간에 있으므로 첫 번째 𝑚차
원은 가장 discriminant한 정보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Ivector 시스템에서의 cosine 거리가 일반적인 metric임을 고려하
여, 이 또한 feature로 간주한다 [36]. 결국 m + 1 요소가 포함된
모든 feature 집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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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𝑛 (0), 𝑓𝑛 (1), … 𝑓𝑛 (𝑛 − 1),

< 𝑦̇ 𝑛,1 , 𝑦̇ 𝑛,2 >
]
||𝑦̇ 𝑛,1 ||||𝑦̇ 𝑛,2 ||

(5.3)

여기서 𝑓는 다음과 같다.

𝑓𝑛 (𝑖) = |𝑦̇ 𝑛,1 (𝑖) − 𝑦̇ 𝑛,2 (𝑖)|

2

(5.4)

학습 데이터 ∆̈ 을 사용하면 true 지형과 imposter 지형의 의
사 결정 오류율과 관련하여 discriminant model을 구성하고 최적
화 할 수 있다. 얕은 모델인 SVM과 심층 모델 DNN의 비교는 다
음과 같다. SVM 모델에서 primary discriminative feature는 선형
모델에 의해 결정되는 커널 함수 에 의해 고차원 공간으로
projection된다. DNN 모델의 경우 DNN의 하위 수준 계층에 의해
primary discriminative feature가 고차원 공간으로 투영되고 최상
위 계층 에서 로그 선형 모델에 의해 된다. DNN에 의해 구현된
feature projection은 학습 가능하고 계층적이어서 작업에 특화되
어 있으며 이기종 지형에 대해 더 변하지 않는 고차원 feature를
배울 수 있다. 그림 5.2는 DNN 구조를 보여 주며 출력은 입력
I-vector 쌍이 동일한 스피커를 나타내는 posterior 확률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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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 DNN 기반 scoring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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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NN/PLDA 혼성 scoring 기법
PLDA 접근법과 비교할 때 DNN 기반 접근법의 장점은 나중에 가
우스 가정을 완화한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장점은 지형 벡터
공간이 다소 복잡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많은 경우 PLDA는 지형 벡터
공간을 잘 모델링 할 수 있다. 또한 DNN에는 충분한 학습 자료가 필요
하다. 학습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DNN 접근법은 I-vector의 분
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PLDA 접근법보다 좋지 않은 결과
를 보인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하고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는 접근
법을 제안하였다. 조합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feature 도
메인 조합에서 𝑠𝑝𝑙𝑑𝑎 로 표시된 PLDA 점수가는 원래 DNN 입력 값에 추
가된다. 따라서 feature 집합은 다음과 같이 확장된다.

[𝑓𝑛 (𝑖), 𝑓𝑛 (𝑖), … 𝑓𝑛 (𝑖),

< 𝑦̇ 𝑛,1 , 𝑦̇ 𝑛,2 >
||𝑦̇ 𝑛,1 || ||𝑦̇ 𝑛,2 ||

, 𝑠𝑝𝑙𝑑𝑎 ]

(5.5)

두 번째 조합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여 PLDA
점수와 DNN 점수를 결합하는 점수 영역에 있다.

𝑠𝑐𝑚𝑏 = 𝛼𝑠𝑛𝑛 + (1 − 𝛼)𝑠𝑝𝑙𝑑𝑎

여기서 α는 조정 가능한 매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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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6 장 실험 결과

제 1 절 실험 환경 및 데이터 수집

실험은 4륜 skid-steer 이동 로봇을 이용하여 실내 및 실외의
9개 지형에서 수행되었다. 해당 로봇에 추가적으로 장착된 6축
inertial measurement unit(IMU)는 MPU-9250로, 각 3축에 대
해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이용되었다. 센서는 동시에
25Hz의 샘플링 주파수 𝑓𝑠 로 x, y 및 z 가속도 데이터와 x, y 및 z
각속도를 수집했다.
데이터 수집 중 로봇의 속도 프로파일은 다음의 범위에서 이루
어졌다. 선 속도는 [50mm/s 150mm/s]의 범위를 가지며 각속도는
[0rad/s 1.07rad/s] 의

범위를

가진다.

이에

대해

uniform

distribution으로 생성된 랜덤 속도에 대해 진동 신호가 수집되었
다.
실험에 사용된 지형은 그림 6.1과 같이 9 종류로 카펫, 리놀륨,
인조 잔디, 잔디, 아스팔트, 벽돌 도로, 조약돌, 콘크리트 및 폼 보
드였다. 이에 대한 샘플의 분포는 표 6.1과 같다. 각 샘플은 4초
의 녹음 시간에 해당한다. 샘플은 총 1752개로 116분의 로봇 구
동에 해당한다. 모든 샘플에 대해 노이즈 전처리는 포함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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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 9종류 지형에 대한 사진 정보
표 6. 1 9종류 지형에 대한 샘플의 분포
No.

Class

Samples

Rel. occurrence(%)

1

카펫

183

10.44

2

리놀륨

197

11.24

3

인조 잔디

214

12.21

4

잔디

204

11.64

5

아스팔트

184

10.50

6

벽돌 도로

197

11.24

7

조약돌

211

12.04

8

콘크리트

188

10.73

9

폼 보드

174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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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 4륜 skid-steer 이동 로봇

그림 6. 3 MPU-9250 IMU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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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설정

CWT의 결과로, 85차원의 추출된 feature 벡터의 실수 부분만
이 사용되었다. UBM은 256개의 Gaussian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훈련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선택되는 10-fold cross validation 과
정에 대해 형성되었다. I-vector 시스템의 T 행렬은 학습 데이터
집합의 모든 프로파일에 대해 훈련되었으며 I-vector의 차원은
200이다. LDA 및 PLDA 모델은 9개 지형에 대해 모두 무작위로
훈련되었다. LDA projection의 차원은 150으로 설정되었다.
UBM

학습을

위한

DNN

모델

및

DNN 기반

scoring은

momentum term 및 확률적 샘플링(stochastic sampling)을 갖는
gradient descent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실험에서 기울기를 계
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orward pass에 대해 입력 시퀀
스가 네트워크에 시간 단위로 표시된다. 모든 내부 활성화는 사전
에 0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gradient의 backward pass를 계산하
여 목표 클래스 패턴, 즉 타겟 뉴런에 대해 1의 활성화, 다른 뉴런
에 대해서는 0을 활성화하여 모든 시간 단계에서 제시하였다. 일
반적으로 시퀀스 분류를 위해 마지막 단계 단계에서만 클래스 패
턴을 표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절차는 네트워크가 현재 입력
시퀀스를 가능한 한 빨리 학습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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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Metric 분석 및 결과

자동으로 분류를 수행하는 시스템에 대해 hard decision이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오류가 있다. 이들은 각각
1) False accept(FA) : imposter class에게 access 부여
2) False reject(FR) : true class에게 access 거부
이들은 각각 false-alarm 및 miss errors라고 불린다. 이 정의에
따르면, 두 오류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𝑁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𝐹𝐴 𝑒𝑟𝑟𝑜𝑟𝑠

1)False − Acceptance Rate(FAR) = 𝑁𝑢𝑚𝑏𝑒𝑟𝑠 𝑜𝑓 𝑖𝑚𝑝𝑜𝑠𝑡𝑒𝑟 𝑎𝑡𝑡𝑒𝑚𝑝𝑡𝑠
𝑁𝑢𝑚𝑏𝑒𝑟𝑠 𝑜𝑓 𝐹𝑅 𝑒𝑟𝑟𝑜𝑟𝑠

2)False − Rejection Rate(FRR) = 𝑁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𝑙𝑒𝑔𝑖𝑡𝑖𝑚𝑎𝑡𝑒 𝑎𝑡𝑡𝑒𝑚𝑝𝑡𝑠
검증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학습된 지형과 테스트 진동 신호 사이
에 일치 점수를 출력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2 class 인식 / 이진
검출 문제에 해당한다. 이 점수는 등록된 지형과 테스트 지형 사
이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스칼라 변수로, 지형이 더 유사함을 나타
내는 높은 값이 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은 임계값
(threshold)를 사용해야 한다. 임계값이 너무 낮으면 많은 FA 오
류가 발생하지만 임계값이 너무 높으면 FR / miss 오류가 많이 발
생한다.
동일한 오류율 equal error rate (EER)는 FAR과 FRR 값이 같
아 질 때 FAR 및 FRR 값으로 정의된다. 즉, 임계값을 변경하여
FAR과 FRR이 동일해지는 지점을 찾는다. EER을 계산하려면 시
스템의 소프트 점수만 필요하다. EER에 상응하는 임계값에서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실용적인 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응용 application의 경우 임
계값을 더 높게 설정해야 오류가 발생하여 FA 오류가 낮아진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임계값을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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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te class 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imposter class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자
동화된 서비스의 경우 legitimate class 를 거부하면 사용자에게
불편함과 좌절감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imposter access를 수
락하는 것은 보안 수준이 높은 application만큼 중요하지 않다.
분류 검증 성능을 동작 범위의 범위 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Detection Error Tradeoff(DET) 곡선이 사용된다.
DET 곡선은 FAR 대 FRR / miss 오류의 plot이다. 시스템 성능
이 향상되면 커브가 원점을 향해 이동한다. EER 및 min detection
cost function(minDCT) 포인트는 시스템의 DET 곡선 상에 표시
된다. DET 곡선 준비 중에 true 및 imposter 점수의 cumulative
density functions(CDFs)는 정상적인 편차로 변환된다. 이는 주
어진 임계 값에 대한 true / imposter 점수의 CDF 값이 standard
normal inverse CDF (ICDF)에 의해 변환되고 그 결과 값이 플롯
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변환은 두 분포가 정규 분포이고 등가
분산을 가질 때 선형 DET 곡선을 생성한다. 따라서 라벨이 오류
확률로 축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해당 편차 값에 따라 plot된다.

그림 6. 4 DET curve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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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 Baseline에 대한 평균 분류 결과
Baseline

Option

Accracy(%)

Non I-vector

SVM

67.29

Non I-vector

SVDI [6]

70.83

Non I-vector

DNN

80.37

I-vector

SVM

79.15

I-vector

LDA

81.59

I-vector

PLDA

83.56

표

6.2는

기본적인

feature에

분류기로

SVM을

사용한

baseline 및 기존 기법 [6], I-vector, I-vector + LDA 및 Ivector + PLDA에 기초한 다섯가지 시스템의 성능을 각각 나타낸
다. 표에 표시된 결과는 전체 평가 세트의 정확도(accuracy)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I-vector를 사용하지 않은 방법은 I-vector
를 사용하지 않은 방법에 비해 낮은 평균 테스트 정확도를 산출했
다. I-vector를 사용한 가장 낮은 정확도조차 79.15%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예상과 같이 기존의 속도에 독립적인 지형 분류 방법
은 70.83%의 낮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DNN의 경우 좋은 모델
을 쓸 경우 85%까지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으나 민감한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였기에 평균적으로는 크게 높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실험 결과는 이 baseline를 기본으로
1) CWT feature에 대한 mother wavelet 변화
2) GMM-UBM, 감독된 UBM 및 DNN 기반 I-vector
3) I-vector feature selection
4) DNN scoring 및 DNN + PLDA scoring system
5) Noise robustness
에 대해 각각 비교한 결과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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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WT feature selection
본문에서 언급한 Shannon wavelet, Morlet wavelet, Meyer
wavelet, 그리고 Marr wavelet의 mother wavelet을 각각 비교
실험하였다. 각 wavelet에 주어진 hyperparameter는 가용 범위
내에서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기반으로

하였다.

각

feature의 성능은 10-cross validation에 의해 평가되었다.
표 6.3은 세 종류의 I-vector 및 분류 시스템에 대한 mother
wavelet의 종류에 따른 정확도 성능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결과에서 Marr wavelet과 Meyer wavelet이 모두 좋은 결과를
모였으나 Shannon 및 Morlet wavelet은 상호간 우위 없이 적정
한 정확도를 보였다.

표 6. 3 CWT mother wavelet selection
Method

Mother wavelet

Accuracy(%)

Shannon

75.65

Morlet

76.12

Meyer

79.38

Marr

79.15

Shannon

80.57

I-vector

Morlet

82.15

+ PLDA

Meyer

83.43

Marr

83.56

Shannon

85.49

I-vector

Morlet

83.25

+ DNN/PLDA

Meyer

86.71

Marr

86.94

I-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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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M-UBM, 감독된 UBM 및 DNN 기반 I-vector
I-vector, LDA, PLDA 차원 및 매개 변수는 기본 시스템과 동
일하다. DNN 시스템이 clas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UBM / I-vector 시스템은 비교를 위해 256 diagonal component
UBM으로 학습하였다. 표준 UBM을 본문 제 5장 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감독된 UBM으로 대체하는 기준에 대한 결과 또한 보
인다. 표 6.4는 baseline과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낸다. 시
스템 성능은 서로 다른 유효 우선 순위, 동일한 오류율(EER) 및
false-alarm를 갖는 detection cost function(DCF)의 측면에서
보였다.
두 조건 모두에서 200 Gaussian이 존재하는 감독된 UBM이 감
독되지 않은 UBM과 유사하게 수행된다. 또한, 두 조건 모두에 대
해 모든 측정에 대해 제안된 DNN 접근법을 사용한 매우 큰 개선
을 관찰했다. 결과는 I-vector 모델에서 posterior estimation의
중요성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15%가량의 실패율에서, false alarm
의 상대적인 향상은 기존의 256 Gaussian의 UBM-EM에 비해
5~10%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오류율은 10% 이상의 감소
율을 보였다.

표 6. 4 UBM, 감독된 UBM 및 DNN 기반 I-vector 비교
System

DFC(%)

EER(%)

UBM-EM(128)

0.406

20.55

UBM-EM(256)

0.394

18.13

UBM-sup(200)

0.381

18.49

DNN

0.36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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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vector feature selection
Discriminant scoring model에 대해 최적으로 설계된 feature
의 성능을 비교한다.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데이터 집합에서 무
작위로 선택된 진동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출된 3500쌍의 Ivector를 선택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discriminant
feature는 LDA로 projection된 I-vector의 첫 번째 m차원에 기
초하여 선택된다. 다양한 m으로 선택된 기능으로 DNN 모델을 만
든 후 cross-validation 집합에서 DNN의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
의 m 을 선택한다. 단순화를 위해 hidden layer를 2층으로 설정하
고 각각의 hidden layer에서 hidden node의 수를 줄여 DNN 구조
를 고정한다. m = 8 이 좋은 tradeoff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cross-validation 집합에 대해 m 이 작을수록 LDA가 작아
진동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고, 클수록 지형과 상관없는 variance
에 대한 overfitting이 일어난다.

그림 6. 5 Discriminative feature의 수에 따른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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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NN scoring 및 DNN + PLDA scoring system
최적의 식별 특징 수, 즉 m = 8 에 기초하여, DNN 기반
시스템이 구성된다. 깊은 구조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숨겨진
레이어의 수가 다른 DNN 시스템을 구축하고 cross-validation
집합 및 evaluation 집합의 성능을 각각 평가하였다. EER 결과는
그림 6.8 에 나와 있으며, 여기서 L은 DNN 의 숨겨진 레이어 수를
나타낸다. 더 많은 숨겨진 레이어를 사용하면 성능이 실제로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 이 4 이상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학습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지나치게

복잡한

네트워크가 overfitting 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Baseline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DNN 기반 scoring 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cosine 커널 및 LDA 와 같은 단순한
분류기와의 비교로 DNN 기반 scoring 의 성능을 더 알아볼 수
있다.

그림 6. 6 Layer 수에 따른 DNN 기반 scoring 의 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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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LDA 와 비교할 때, 특정 조건에서는 DNN 기반
스코어링이 더 나은 성능을 얻지만 다른 조건에서 PLDA 기반
접근법이 분명히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조건에서의
이러한 불일치는 DNN 모델의 학습 프로세스에 기인할 수 있다.
특히, discriminative feature 의 선택은 모든 조건에서 샘플링된
cross-validation 집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DNN 모델은
특정 조건 대신 전체 평가 세트에서 최적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DNN 기반 접근법의 우수성은 DNN 모델이
진동 불일치와 같은 복잡한 조건에서 차별 패턴을 학습하는 데 더
강력

함을

나타낸다.

일치하는

조건,

즉

모델

학습과

평가

사이에서 PLDA 모델은 discriminant decision 을 실제로 처리 할
수 있으므로 DNN 모델이 우위를 가지기 어렵다.
DNN 기반 및 PLDA 기반 스코어링 접근법의 상대적 이점을
고려하여 더 나은 성능을 얻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하였다. 첫 번째 결합 방법은 PLDA 점수를 DNN 모델의
입력 벡터로 보완하는 feature-domain 접근법이다. 동일한 훈련
과정을 거친 후, 다른 수의 숨겨진 레이어 L 을 사용하여 평가
세트의 성능을 얻었다. 비교를 위해 PLDA 점수가 없는 결과 또한
고려했다. L 이 더 크지 않다면 더 숨겨진 레이어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 PLDA 점수를 포함하면 지속적으로 EER 이
감소한다. 또한 PLDA 점수를 높이면 거의 모든 조건에서 DNN
기반

스코어링이

향상된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DNN

기반

scoring 은 PLDA 기반 scoring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조합 방법은 score 영역에서 DNN 기반 및 PLDA
기반 접근 방식을 결합하기 위해 선형 보간법을 이용했다. 최적의
보간

인자

α 를

선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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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에서

1.0

까지

α 를

변화시킴으로써 cross-validation 집합 상의 EER 을 검사했다.
0.99 를 적정 트레이드 오프로 결정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 값을 선택하여 DNN 기반 점수와 PLDA 점수를
보간하고 평가 집합의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쉬운 비교를 위해 2
개의 hidden layer 가 있는 DNN 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는
feature-domain 조합에 의해 얻어진 결과보다 약간 더 높지만
PLDA 및 기본 DNN 시스템으로 얻은 결과보다 낮다. Scoredomain 조합이 전체 평가 집합에 대한 결과가 약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feature-domain 조합보다 우월하였다. 이
조합을 사용하면 DNN 기반 점수 계산은 대부분의 조건에서
PLDA 기본 scoring 보다 성능이 우수했다.

표 6. 5 DNN 및 PLDA 혼성 분류기의 비교
System

Accuracy(%)

EER(%)

DNN(L = 4)

85.23

14.77

DNN(L = 4) + PLDA feature

86.42

13.58

DNN(L = 4) + PLDA score

86.27

13.73

네트워크의 분류 성능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confusion
matrix 를 계산하여 클래스 간의 오분류를 계산했다. 가장 잘
수행되는 클래스는 벽돌과 카펫이었고 가장 잘못 분류 된 것은
폼보드였으며 때때로 다른 클래스와 서로 혼동되는 결과를 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86.94 %의 전체 정확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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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7 최종 결과의 confusion matrix

그림 6. 8 최종 결과의 DE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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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향상된 지형 분류를 위하여 기존에 연구되었던
단순한 특징 추출 및 분류 방법에서부터 속도에 독립적인 잠재
변수 기반 모델에 대해 알아보고 각 과정에 심층 신경망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성능
향상을 보였다. 기존의 보간법을 이용한 원시적인 분류 방법에서
벗어나, 속도 관련 변동성 요소를 최소화하고 지형 관련 가변성
요소를 분류에 최적화하여 심층 신경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지형
분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PLDA와 심층 신경망을 조합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학습
데이터 집합의 복잡도와 상관없이 최적의 분류기를 설계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도 견고한 지형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하여 기존의 UBM 방식의 Ivector 학습에서 벗어나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최적의 속도
프로파일 요소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I-vector의 특징을 추가로
추출하고 cosine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향상된 정확도의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로봇이

작동

속도와

상관없이

보다

정확한

지형

분류가

가능해지면 이를 기반으로 주행 거리 측정을 보정하고 위치 추정
및 작업 수행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로봇의

속도에

독립적인

지형

발전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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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술의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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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vector Based Speed-Independent
Terrain Classification of Mobile Robots
Shin Jun Hyuk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speed variation of the mobile robot, the vibration
-based terrain classification is difficult to solve due to the
speed dependent variability of feature inform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is thesis proposes a method of using I-vector
as a feature representation of velocity-independent terrain
units. The proposed method extracts collected features as a
variation factor optimized for classification and uses only
information related to the terrai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of terrain classification based on
the interpolation has a limitation of classification accuracy and
difficulty of learning due to the inaccuracy of interpolation and
the necessity of learning data at a known speed. Therefore, we
propose a new terrain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I-vector
66

and deep neural network. The I-vector solves the problem of
the classification accuracy by optimizing the variability related
to the terrain for classification. The I-vector extraction using
deep neural network which improve the existing I-vector
learning of the universal background model is applied to
consider the velocity profile element. A new feature vector is
derived by further extracting the features and calculating the
cosine distance to optimize the efficiency of the classifier. The
optimal classifier is designed irrespective of the complexity of
the learning data set through two methods of combining the
probabilistic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deep neural
network, and the robust terrain classification became possible
even when the amount of collected data is small or large.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the proposed method with the other methods from
the vibration data collected for the nine terrains. Also, we
confirmed through the accuracy and various indicators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other existing algorithms under
the velocity change.

Keywords : Mobile Robot, Terrain Classification, Feature Extraction,
Embedding, Latent Variable
Student Number : 2016-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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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보다 먼저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수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학문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 이범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실을

떠나는

제게

마지막까지

졸업

후의

취업과 진학을 성심껏 걱정해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의 논문을 심사해 주신 조동일
교수님과 최진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연구실 생활을 함께 한 RISL의 선후배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입학후 연구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던 제게 도음을
주신 재도형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연구실을 이끌어
주셔 어렵지 않게 적응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간 뵙지 못했지만 로봇학회와 랩미팅 때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던 훈수형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연구생활의

절반

가량을

방장으로서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정현이형, BMRR 프로젝트를 도우며
논문을 작성할 때 주신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직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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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젠틀하시고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

주셨던 원석이형께도 감사드립니다. 졸업하시고 다함께 모였을 때
사정상 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고, 다음에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장이시고 늘 저를 이끌어주신 현기형, 논문
교정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과 공학도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졸업 후에도 많이 뵐 거라 믿습니다.
301동 방장이셨던 현우형, 입학 초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유쾌한 연구실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 감사드립니다. 동갑이라
어색한 점도 많았지만 학회 때 친해진 원영이에게도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 늘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상냥하신 지윤 누나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품연으로 늘 고생했지만 즐거운
301동 생활을 같이 보낸 한준이 형께도 감사드립니다. 졸업 후 두
번이나 연구실에 앉아 계셨던 진원이 형께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친근하게 보낸 시간이 많아 즐거웠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으며 동기처럼 지냈던 현일이에게도 고마워. 섬세하게 많은
점들 배려해주신 호웅이 형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마지막
연구실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학위 과정동안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지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보내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듬직한
모습으로 도와주었던 형에게도 많은 고마움을 보냅니다.
미처 감사드리지 못한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석사
학위를 받는 지금을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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