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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본 발명의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따르면, 사운드 입력
부 및 카메라모듈을 구비하여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와 통신하는 운영서버를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
어서,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통해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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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고, 애
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응시켜 증강하기 위한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
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하나 이상의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와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상기 카메라장치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카메라장치의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입
력되어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연계 저장 관리하
고,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
하여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근거로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1≤n1≤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고,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지정된 n(1≤n≤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근거로 상기 생성된 n개
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 애완동물 안
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 가능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
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하며,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한다.
(52) CPC특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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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사운드 입력부 및 카메라모듈을 구비하여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와 통신하는 운영서버를 통해 실행되
는 방법에 있어서,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통해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고, 애완동
물 안면 주변 영역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응시켜 증강하기 위한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
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하나 이상의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와 매
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제1 단계;
상기 카메라장치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
오 데이터와 상기 카메라장치의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입력되어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
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연계 저장 관리하는 제2 단계;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근거로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1≤n1≤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제3 단계;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지정된 n(1≤n≤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
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제4 단계;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근거로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매칭되는 r(1≤
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는 제5 단계;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 가능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
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하는 제6 단계; 및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
를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하는 제7 단계;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
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수행하여 지정된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지정된 애완동
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을 판별하고,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기반으로 상기 판별된 e개의 애
완동물 표정과 매칭 관계를 지닌 n1(1≤n1≤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e개의 애완동
물 표정과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
별하기 위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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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지정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
도를 지닌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함하는 장면에 대응하는 복수의 비디오 정보들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복
수의 비디오 정보에 대한 n1(1≤n1≤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입력된 복수의 비디오 정보들에 포함된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지정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를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응하는 P(P≥2)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를 추출하여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설정하는 단계;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애완동물 안면 영역
을 포함하는 복수의 장면들 중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
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지정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
도를 지닌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함하는 장면에 대응하는 복수의 비디오 정보들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지정
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를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1≤n1≤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패턴 특성으로 추출된 P(P≥2)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를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입력받고, 상기 P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가 추출된 비디오 정보에 대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하는 단계;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애완동물 안면 영역
을 포함하는 복수의 장면들 중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
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5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변수는,
상기 비디오 정보에 포함된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물 표정 정보와,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
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
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
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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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각기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
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로부터 수신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을 동기화시켜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
정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
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
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는,
지정된 재생 시간 단위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지정된 재생 프레임 수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
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물 표정
을 판별하고,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상기 판별된 e개의 애완동물 표
정과 매칭 관계를 지닌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과 n1개의 애
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
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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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지정된 재생 시점과 동기화
하는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과 연계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통해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
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
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수행하여 지정된 C(C≥2)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지정된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c(1≤c≤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판별하고,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
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기반으로 상기 판별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1≤n2≤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
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
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
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C(C≥2)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지정된 c(1≤c≤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면서 지정
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복수의 오디오 정보들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복수
의 오디오 정보에 대한 n2(1≤n2≤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입력된 복수의 오디오 정보들을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
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응하는 Q(Q≥2)개의 소리 패턴 특성 정보를 추출하여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설정하는 단계;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지정된 오디오 데이
터에 포함된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동
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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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C(C≥2)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지정된 c(1≤c≤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면서 지정
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복수의 오디오 정보들을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1≤n2≤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패턴 특성으로 추
출된 Q(Q≥2)개의 소리 패턴 특성 정보를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입력받고, 상기 Q개의 소리 패턴 특성
정보가 추출된 오디오 정보에 대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하는 단계;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지정된 오디오 데이
터에 포함된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동
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19
제 17항 또는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변수는,
상기 오디오 정보에 포함된 상기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정보와,
상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
행하여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근거로 상기 오디오 데이터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1≤n2≤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
행하여 지정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상기 오디오 데이터 상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c개의 애완동물
의 동물 소리를 판별하고,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상기 판별
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
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2

-7-

공개특허 10-2021-0079484
제 20항 또는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산출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 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S(S≥2)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3(1≤N3≤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
계정보 및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k(k≥1)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인식하고,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s(1≤s≤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
를 지닌 n3(1≤n3≤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산출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 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모듈은,
애완동물의 신체에 착용하여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웨어러블(Wearable) 센서모듈,
지정된 전자파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레이더(Radar) 센서모듈 중 적어도 하나의
센서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5
제 23항 또는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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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심장박동, 애완동물의 체온, 애완동물 주변 습도, 애완동물의 무호흡 여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
법.

청구항 26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센싱 값 패턴을 구성하는 센싱
값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값 특징은,
센싱 값의 변화 규칙 특징, 센싱 값의 변화량 특징, 센싱 값 변화율 특징, 센싱 값 변화의 주기성 특징 중 적어
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8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
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29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3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개의 감정 항목 정보와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의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청구항 3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열을 애완
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말풍선 형태로 표시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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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을 인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6 단계는, 상기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에 대응하는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 시 상기 카메라장치를 통해 획득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
고 상기 송신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생성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종래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있는 애완동물을 원격으로 관찰하는 장치가 제안된 바 있다(실용신안
등록공고 제20-0208356호(2000년12월15일)).

[0004]

한편 종래의 애완동물 관찰 장치는 단순히 애완동물을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는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애완동물
을 촬영한 영상 이외에 애완동물의 현재 상태와 관련된 각종 실시간 정보를 자동 파악하여 제공하기에는 기술적
으로 난해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애완동물의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저장하고,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응
시켜 증강하기 위한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와 하나 이상의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
한 후, 상기 카메라장치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
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고, 상기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애완동물에 대한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고, 상기 산출된 하나 이상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근거로 상
기 생성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매칭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기 비디오 데이
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감정 항목 별 애완동
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하고, 상기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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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본 발명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은, 사운드 입력부
및 카메라모듈을 구비하여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와 통신하는 운영서버를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
서,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통해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
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고, 애
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응시켜 증강하기 위한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
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하나 이상의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와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카메라장치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
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카메라장치의 사운드 입
력부를 통해 입력되어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연계 저장 관리하는 제2 단계와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
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
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근거로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1≤n1≤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제3 단계와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
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지정된 n(1≤n≤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제4 단
계와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근거로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는 제5 단계와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 가능한 q(1≤q≤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하는 제6 단계 및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
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하는 제7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09]

본 발명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수행하여 지정된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지
정된 애완동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을 판별하고,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기반으로 상기 판별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과 매칭 관계를 지닌 n1(1≤n1≤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e개
의 애완동물 표정과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1]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지정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
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함하는 장면에 대응하는 복수의 비디오 정보들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복수의
비디오 정보에 대한 n1(1≤n1≤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
기 입력된 복수의 비디오 정보들에 포함된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지정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를 판독하고 패
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에 대응하는 P(P≥2)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를 추출하여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설정하는 단계와 지정
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
함하는 복수의 장면들 중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3]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지정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
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함하는 장면에 대응하는 복수의 비디오 정보들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지정된 특
징점 간 기하학 관계를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1≤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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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패턴 특성으로 추출된 P(P≥2)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를 입
력변수(Feature Vectors)로 입력받고, 상기 P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가 추출된 비디오 정보에 대한 n1개의 감
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하는 단계와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함하는 복수의 장면들 중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5]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출력변수는, 상기 비
디오 정보에 포함된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물 표정 정보와,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
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7]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
메라장치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9]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
메라장치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각기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1]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
메라장치로부터 수신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을 동기화시켜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
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3]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5]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는, 지정된 재생 시간 단위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지정된 재생 프레임 수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7]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9]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인
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물 표정을 판별
하고,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상기 판별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과 매
칭 관계를 지닌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과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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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생
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3]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생
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지정된 재생 시점과 동기화하는 시
간 값(또는 타임스탬프)과 연계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5]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통해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7]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수행하여 지정된 C(C≥2)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지정된 동물 소
리에 대응하는 c(1≤c≤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판별하고,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기반으로 상기 판별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1≤n2≤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c개
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
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9]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C(C≥2)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지정된 c(1≤c≤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
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복수의 오디오 정보들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복수의 오디오
정보에 대한 n2(1≤n2≤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
된 복수의 오디오 정보들을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응하는 Q(Q≥2)개의 소리 패턴 특성 정보를 추출하여 입력변수(Feature Vector
s)로 설정하는 단계와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
켜 지정된 오디오 데이터에 포함된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41]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지정된
C(C≥2)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지정된 c(1≤c≤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
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복수의 오디오 정보들을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
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1≤n2≤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패턴 특성으로 추출된 Q(Q
≥2)개의 소리 패턴 특성 정보를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입력받고, 상기 Q개의 소리 패턴 특성 정보가 추
출된 오디오 정보에 대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하는 단계와 지정된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지정된 오디오 데이터에 포함
된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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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출력변수는, 상기 오
디오 정보에 포함된 상기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정보와, 상기 애완동물의 동물 소
리에 대응하는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0045]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인
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
물 감정 항목을 근거로 상기 오디오 데이터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1≤n2≤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47]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인
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상기 오디오 데이터 상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판별하고,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상기 판별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c개의 애완동물
의 동물 소리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을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49]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산출
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 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
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51]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카
메라장치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S(S≥2)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3(1≤N3≤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비디오 데
이터와 연계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단계는, 상
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
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k(k≥1)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인식하고,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
거로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s(1≤s≤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3(1≤n3≤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k개
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
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산출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
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 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53]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센서모듈은, 애완동물
의 신체에 착용하여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웨어러블(Wearable) 센서모듈, 지정된 전자파를 이용하여 애
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레이더(Radar) 센서모듈 중 적어도 하나의 센서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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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5]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상기 센싱 대상은,애완동물
의 심장박동, 애완동물의 체온, 애완동물 주변 습도, 애완동물의 무호흡 여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57]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센싱 값 패턴을 구성하
는 센싱 값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59]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센싱 값 특징은, 센싱
값의 변화 규칙 특징, 센싱 값의 변화량 특징, 센싱 값 변화율 특징, 센싱 값 변화의 주기성 특징 중 적어도 하
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61]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63]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
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65]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개의 감정 항목 정보와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의 수치정보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67]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
터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열
을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말풍선 형태로 표시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69]

지능 기반 애완동물 주변 영역을 이용한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 방법에 있어서,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
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을 인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6 단계는, 상기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에
대응하는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71]

본 발명에 따르면,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
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 시 상기 카메라장치를 통해 획득
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
를 생성하고 상기 송신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생성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하여 제공함으로써,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상기 송신 데이터를 시청하는 사용자는 상기 송신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완동물의 영상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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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상기 송신 데이터의 오디오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완동물의 소리를 듣는 것 이외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
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통해 애완동물의 현재 감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72]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증강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정보 저장/등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지정된 거점의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한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여 지
정된 저장매체에 저장 관리하는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증강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증강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증강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73]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75]

즉,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수 많은 실시예 중에 바람직한 합집합 형태의 실시예에 해당하며, 하기의 실시
예에서 특정 구성(또는 단계)을 생략하는 실시예, 또는 특정 구성(또는 단계)에 구현된 기능을 특정 구성(또는
단계)으로 분할하는 실시예, 또는 둘 이상의 구성(또는 단계)에 구현된 기능을 어느 하나의 구성(또는 단계)에
통합하는 실시예, 특정 구성(또는 단계)의 동작 순서를 교체하는 실시예 등은, 하기의 실시예에서 별도로 언급
하지 않더라도 모두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따라서 하기의 실시예를 기준으로
부분집합 또는 여집합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출원일을 소급받아 분할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명기하는 바이다.

[0077]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
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0079]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
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0081]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증강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0083]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
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 시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송신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
기 생성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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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하여 제공하는 시스
템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
또는 변형하여 상기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구성부가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
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085]

본 발명의 시스템은, 지정된 거점에 구비되어 피사체를 찰영하고 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카메라장치(190)와, 상
기 카메라장치(190)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획득된 영상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하는 기능,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기능,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를 근거로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생성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
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
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하는 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서버(1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다. 상기 운영서버(100)는 독립된 서버 형태, 둘 이상의 서버 조합 형태, 기 구비된 서버를 통해 실행되는 소프
트웨어 형태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상기 운영서버(100)를 구현하는 실
시예나 상기 운영서버(100)의 명칭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087]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되어 피사체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구비한 단말이나 장치의 총칭으로
서, 바람직하게 동물병원이나 펫카페 또는 가정집 등의 애완동물이 기거하는 공간에 구비되어 상기 공간에 존재
하는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구비한 단말이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008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거점 내의 지정된 피사체를 촬영하는 카메라모듈과, 지
정된 통신망에 연결하는 통신모듈 및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된 영상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비
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 전송하는 절차
를 수행하는 제어모듈을 구비한다.

[0091]

상기 카메라모듈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광신호를 입력받는 하나 이상의 렌즈부와, 상기 렌즈부를 통해 입력되
는 광신호를 검지하여 전기적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이미지 센서부 및 상기 렌즈부와 이미지 센서부 사이에서
자동초점 기능이나 줌 기능 등을 포함하는 지정된 기능 동작을 구현하는 액츄에이터부(Actuator)를 포함하여 이
루어진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모듈은상기 렌즈부와 이미지 센서부 사이에는 야간에도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적외선 필터를 포함하는 이상의 필터부를 더 구비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카메라모듈은 상기 이미
지 센서부를 통해 생성된 영상 신호를 제어모듈로 제공하기 위한 PCB를 구비한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모듈은 상기 이미지 센서부를 통해 생성된 영상 신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영상
신호를 가공하는 이미지 신호처리 프로세서(Image Signal Processor; ISP)를 더 구비할 수 있다.

[0093]

상기 통신모듈은 패킷 기반의 통신망에 연결하는 모듈의 총칭으로서, 바람직하게 UTP 케이블 등의 유선을 이용
하여 통신망에 연결하는 통신모듈과 무선랜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하는 통신모듈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통신모듈은 무선랜 이외에 이동통신망이나 별도의 지정된 무선 통
신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하는 통신모듈을 더(또는 대체)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
한다.

[0095]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생성된 영상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생
성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비디오 데이터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생성되어 상기 제어모듈로
전달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비디오 데이터는 상기 영상 신호를 촬영한 시점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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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있다.

[0097]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
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획득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이
외에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하거나 및/또는 지정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9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거점 내의 사운드 신호를 입력받는 사운드 입력부를 더
구비하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된 사운드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
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 전송하
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0101]

상기 사운드 입력부는 공기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 형태의 사운드 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 및 이를 제어모듈
과 인터페이스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된 사
운드 신호를 지정된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사운드 입력부가 별도의 모듈 형태로 구현되는 겨우, 상기 오디오 데이터는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카메라
모듈을 통해 생성되어 상기 제어모듈로 전달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오디오 데이터는 상기 사운드 신호를 입력받
은 시점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103]

상기 카메라장치(190)에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구비하여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된 사운드 신호를 엔코
딩한 오디오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010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획득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지정된 데이터
포맷에 포함하는 동영상 데이터(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형태로 생성될 수 있다.

[0107]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획득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지정된 각
각의 데이터 포맷에 포함하되,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에 포함된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통해
시점을 동기화 가능한 각각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될 수 있다.

[010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지정된 사운드 신호를 지정된 신호 강도로 출력하는 사
운드 출력부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할 사운드 신호에 대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지정된 저장영역으로부터 추출하거나 및/
또는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부터 상기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할 사운드 신호에 대응
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생성/추출/수신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응하는 사운드 신호를 상기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도록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0111]

상기 사운드 출력부는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한 전기적 신호 형태의 사운드 신호를 출력하는 스피커 및 이를
제어모듈과 인터페이스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출
력할 오디오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지정된 저장영역으로부터 추출하거나 및/또는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대응하는 사운드 신호
를 지정된 신호 강도(예컨대, 카메라장치(190)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 사운드 신호가 지정된 거리 내외로 이격
된 애완동물에게 지정된 소리 크기로 전달되도록 설정된 신호 강도)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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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지정된 센서를 통해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
싱하는 센서모듈을 구비하거나 연계될 수 있으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하여 획득된 센싱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센싱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
정된 운영서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하는 애완동물
의 지정된 센싱 대상은 애완동물의 심장박동, 애완동물의 체온, 애완동물 주변 습도, 애완동물의 무호흡 여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0115]

상기 센서모듈은 애완동물의 신체 중 지정된 부위에 착용하여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웨어러
블(Wearable) 센서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지저된 근거리 통신(예컨대, 블루투스
등)을 통해 상기 웨어러블 센서모듈과 연계하여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값에 대응하는 센싱 신호를
수신하거나 또는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상기 센싱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센싱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0117]

한편 상기 센서모듈은 지정된 전자파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레이더(Radar) 센서
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레이더 센서모듈을 통해 싱된 센싱 값에 대응하는 센
싱 신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하여 센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레이더 센서모듈은
상기 센싱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센싱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제어모듈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레이더 센서모듈로부터 상기 센싱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011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센싱 데이터는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한 센싱 값
을 포함하며, 바람직하게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상기 센싱 값을 센싱한 시점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121]

상기 카메라장치(190)에 상기 센서모듈을 구비하거나 연계시켜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한 센싱 데
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획득 데이터에 상기 센싱 데이터를 추가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
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센싱 데이터는 지정된 데이터
포맷에 포함된 형태로 상기 획득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센싱 데이터에 포함된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통해 시점을 동기화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생성될 수 있다.

[012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상기 카메라모듈의 촬영 방향을 상/하/좌/우 방향으로
지정된 각도 범위 내로 구동하는 구동모듈을 더 구비하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촬영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또는 애완동물의 안면)에 대응하거나 애완동물이 누워 있는 패드에 대응하
는 객체를 인식하는 과정을 시도할 수 있다. 만약 상기 객체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구동
모듈을 통해 상기 카메라모듈의 촬영 방향을 지정된 방향으로 지정된 각도 범위만큼 이격하면서 상기 객체가 인
식하는 과정을 전 각도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 만약 상기의 인식 과정을 통해 상기 객체가 인식
되면,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상기 인식된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을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지정된 영역 내에
존재하도록 촬영방향을 제어하고, 상기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의 움직임이나 이동에 반응하여 상기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을 추적하여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지정된 영역 내에 존재하도록 상기 카메라모듈의 촬영방향을 제
어할 수 있다. 한편 상기 구동모듈을 통해 상기 카메라모듈의 촬영 방향을 제어하거나 상기 객체를 인식하는 과
정은 상기 서버를 통해 실행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12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램프를 통해 지정된 형상이나 영상을 천정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프로젝터부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프로젝터부의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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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프로젝터부의 램프를 온/오프 처리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프
로젝터부의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프로젝터부를 통해 복수의 필름 중 어느 한 필름으로 선
택하여 투영할 형상이나 영상을 선택 가능한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프로젝터부의 필
름을 선택하거나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
된 운영서버(100)로부터 상기 프로젝터부의 필름을 선택하거나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하기 위한 제어정보
를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프로젝터부의 필름을 선택하거나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프로젝터부를 통해 전자적 형상이나 전자적 영상을 투영 가능한 경우, 상기 제어모
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된 전자적 형상이나 전자적 영상을 추출하여 상기 프로젝터부
를 통해 투영할 형상이나 영상으로 처리하거나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상기 제어모듈
은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부터 저장된 전자적 형상이나 전자적 영상을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수신된 전자적 형상이나 전
자적 영상을 상기 프로젝터부를 통해 투영할 형상이나 영상으로 처리하거나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다.

[0127]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은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
공받을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의 총칭으로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각
종 무선통신기기를 포함할 수 있다.

[012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은 운영서버(100)에 지정된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운영서버(100)로부터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 앱(Application)이 설치 실행된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을 주체 또는
객체로 하여 구현되는 기능의 설명은 상기 앱을 통해 구현되는 기능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0131]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0)와 통신하고 지정된 앱을 설치 실행한 사용자 무선
단말(180)의 앱과 통신 가능한 서버의 총칭으로서,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기능,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
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기능 중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며,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특정 애완동
물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기능과,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
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생성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
록 증강하는 기능 중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

[013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 외
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되어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 또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영상 데이터의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135]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촬영되는 애완동물에 대한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정보
관리부(105)를 포함한다.

[0137]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을 통해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지정
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
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거나, 및/또는 지정된 운영단말로부터 패턴 인식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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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정보를 등록받아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013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
성하는 경우,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과정을 통해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014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과정을 수행하여, 지정
된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지정된 애완동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을 판별
하고,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
물 감정 항목을 기반으로 상기 판별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과 매칭 관계를 지닌 n1(1≤n1≤N1)개의 애완동물 감
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과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1
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014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은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
거움(樂)', '사랑(愛)', '미움(惡)', '욕심(欲)' 등의 기본 감정 중에서 무리 생활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
는 중에 느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감정(예컨대,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에 대응하는 감정 항
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기본 감정 외에 애완동물이 느낄 수 있다고 상정되는 다양한 감정(예컨대, '짜
증', '외로움', '답답함', '불쾌', '두려움' 등)에 대한 감정 항목을 더 포함하거나 및/또는 상기 기본 감정 중
적어도 하나를 애완동물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한 감정(예컨대, '욕심' 중 수면욕에 해당하는 '졸림'이나 식욕에
해당하는 '배고픔' 등)에 대응하는 감정 항목을 더 포함할 수 있다.

[0145]

한편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는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
(105)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나 운영단말로부터 지정된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지정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함하는 장면에 대응하는
복수의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는 빅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복수의 비디오 정보에 대한 n1(1≤n1≤N1)
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Labels)로 설정한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입력된
복수의 비디오 정보들에 포함된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지정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를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응하는
P(P≥2)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P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를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설정하고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함하는 복수의 장면들 중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출력변수는 상기 비디오 정보에 포함된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
물 표정 정보와,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정보 중 적
어도 하나의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147]

또는,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나 운영단말로부터 지정된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중
지정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
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함
하는 장면에 대응하는 복수의 비디오 정보들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1≤n1≤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패턴 특성으로 추
출된 P(P≥2)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빅 데이터를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입력받고, 상기 P
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가 추출된 비디오 정보에 대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
수(Labels)로 설정한 후,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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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애완동물 안면 영역을 포함하는 복수의 장면들 중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출력변수는 상기 비디오 정보에 포함된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물 표정 정보와,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14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패턴 인식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
성하는 경우,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존재하는 F(F≥2)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
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지정된 N(N≥2)개
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
이의 매칭 관계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한다.

[015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운영단말로부터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존재
하는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매칭하는 매칭 관계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
를 등록받아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행 또는 열의 타이틀로 포함하며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각 행열에 대응하는 셀(Cell)의 정보로 포함하는 테이블 형태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지
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0153]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
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에 대응하는 각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는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 각 특징점 간 각도 관계,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와 각도 관계의 조
합 관계 중 하나 이상의 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 정보는 지정된 기준 특
징점 간 거리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각 특징점 간 거리 수치, 각 특징점 간 각도 수치, 각 특징점 간 거리 수치
와 각도 수치의 조합 중 하나 이상의 수치를 포함할 수 있다.

[0155]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
관된 각각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에 대응하는 각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의 범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
하게, 상기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는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 각 특징점 간 각도 관계, 각 특징점 간 거리 관
계와 각도 관계의 조합 관계 중 하나 이상의 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의
범위 정보는 지정된 기준 특징점 간 거리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각 특징점 간 거리 수치 범위, 각 특징점 간 각
도 수치 범위, 각 특징점 간 거리 수치 범위와 각도 수치 범위의 조합 중 하나 이상의 수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0157]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표정을 인식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작을수록 작은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
을 클수록 큰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0159]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표정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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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
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소 비율 구간인 경우 '0'이나 지정된 최소값의 수치정보
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대 비율 구간인 경우 지정된 최대값의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0161]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지정된 운영단말을 통해 상기 운영D/B에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
보가 등록 저장된 후, 하기 정보 인식부(140)를 통해 지정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된 경우, 상기 정
보 관리부(105)는 상기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상기 카메라장치(190)로부터 수신되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에 대응하는 객체를 인식함
과 동시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가 애완동물에게 발화하는
음성 중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예컨대, '우리 xx 배고프구나', '우리 xx 똥 쌋구나', '우리 xx 졸
리구나' 등)을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보호자의 애완동
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이 인식된 경우,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인식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패턴화함과 동시에 상기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에 대응하는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식별하고, 상기 인식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패턴화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상기 식별된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의 조합을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의 빅데
이터 기반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0163]

한편 본 발명의 확장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외에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된 오디오 데이터를 근거로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인식하여 애
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거나, 및/또
는 상기 카메라장치(190)에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센서모듈이 구비되거
나 연계되고 상기 카메라장치(190)로부터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여 획득
된 센싱 데이터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센싱 데이터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센싱 기
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0165]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대신(또
는 대체)하여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및/또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
록 저장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편의 상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기본 감정상태 판별 정보로 이용하고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및/또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
별 정보를 부 감정상태 판별 정보로 이용하는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
적 특징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예와 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
상태 판별 정보 및/또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도 기본 감정상태 판별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음을 명백하
게 밝혀두는 바이다.

[0167]

본 발명의 확장/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Learning) 과정
을 통해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인공지
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거나, 및/또는 지정된 운영
단말로부터 패턴 인식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등록받아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
다.

[016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를 생성하는 경우,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과정을 통해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에 대응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
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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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과정을 수행하여, 지정
된 C(C≥2)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지정된 c(1≤c≤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판별하고, 지정된 N(N
≥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
목을 기반으로 상기 판별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1≤n2≤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0173]

한편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는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
리부(105)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나 운영단말로부터 지정된 C(C≥2)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지정된 c(1≤
c≤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
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복
수의 오디오 정보를 포함하는 빅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복수의 오디오 정보에 대한 n2(1≤n2≤N2)개
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Labels)로 설정한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입력된 복
수의 오디오 정보들을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
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응하는 P(P≥2)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P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를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설정하고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지정된 오디오 데이터에 포함된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출력변수는 상기 오디오 정보에 포함된 상기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정보와, 상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175]

또는,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나 운영단말로부터 지정된 C(C≥2)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
리 중 지정된 c(1≤c≤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면서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지정된 상관도를 지닌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복수의 오디오 정보들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판독하고 패턴 인식하여 상기 애완동물의 동물 소
리에 대응하는 n2(1≤n2≤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패턴 특성으로 추출된 P(P≥2)개의 장
면 패턴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빅 데이터를 입력변수(Feature Vectors)로 입력받고, 상기 P개의 장면 패턴 특성
정보가 추출된 오디오 정보에 대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출력변수(Labels)로 설정한
후, 지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개수 이상의 상기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학습시켜 지정된 오디오
데이터에 포함된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기 위
한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출력변수는 상기 오디오
정보에 포함된 상기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정보와, 상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177]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패턴 인식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를 생성하는 경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패턴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C(C≥2)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동물 소리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
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017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운영단말로부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패턴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를 지
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동물 소리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매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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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칭 관계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
화한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등록받아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를 행 또는 열의 타이틀로 포함하
며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각 행열에 대응하는 셀의 정보로 포함하는 테이블 형태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0181]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의 동
물 소리 패턴을 구성하는 동물 소리 특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동물 소리 특징은 주파수
대역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주기성 특징, 소리 강도 특징,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성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조합 특징, 주파
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성 특징 중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0183]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의 동물 소리 패턴을 구성하는 동물 소리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동물 소리
특징은 주파수 대역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주기성 특징, 소리 강도 특
징,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성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조합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
성 특징 중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동물 소리 특징의 범위 정보는 각 특징 별 주
파수 대역의 허용 범위 및/또는 각 특징 별 소리 강도의 허용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018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인식
한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
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동물 소리 인식 정보
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작을수록 작은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
율을 클수록 큰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0187]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
리를 인식한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
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소 비율 구간인 경우 '0'이나 지정된 최소값의 수치정보
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대 비율 구간인 경우 지정된 최대값의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0189]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지정된 운영단말을 통해 상기 운영D/B에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
별 정보가 등록 저장된 후, 하기 정보 인식부(140)를 통해 지정된 동물 소리 인식 정보가 인식된 경우, 상기 정
보 관리부(105)는 상기 동물 소리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상기 카메라장치(190)로부터 수신되어 지정된 저장
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에 대응하는 객체를 인식함과 동
시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가 애완동물에게 발화하는 음성
중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예컨대, '우리 xx 배고프구나', '우리 xx 똥 쌋구나', '우리 xx
졸리구나' 등)을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동물 소리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보호자의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이 인식된 경우,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인식된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패턴화
함과 동시에 상기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에 대응하는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식별
하고, 상기 인식된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패턴화한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상기 식별된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
동물 감정 항목의 조합을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의 빅데이터
기반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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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

한편 본 발명의 확장/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카메라장치(190)에 구비되거나 연계
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S(S≥2)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패턴
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3(1≤N3≤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S개의 센
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
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019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센서모듈은 애완동물의 신체에 착용하여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웨
어러블(Wearable) 센서모듈, 지정된 전자파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레이더(Radar)
센서모듈 중 적어도 하나의 센서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지정된 센싱 대상은 애완동물의 심장박동, 애완
동물의 체온, 애완동물 주변 습도, 애완동물의 무호흡 여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019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운영단말로부터 상기 카메라장치(190)에 구비
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
싱 데이터에 대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지정된 N개의 애완동
물 감정 항목 중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
칭 관계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센
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등록받아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정보 관리부
(105)는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행 또는 열의 타이틀로 포함하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각 행열에 대응하는 셀의 정보로 포함하는 테이블 형태의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
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0197]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센싱 값 패턴을 구성하는 센싱 값 특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센싱 값 특징은 센싱 값의 변화 규칙 특징, 센싱 값의 변화량 특징, 센싱 값 변화율 특징, 센싱 값 변화의
주기성 특징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0199]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센싱 값 패턴을 구성하는 센싱 값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센싱 값 특징은 센싱 값의 변화 규칙 특징, 센싱 값의 변화량 특징, 센싱 값 변화율
특징, 센싱 값 변화의 주기성 특징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센
싱 값 특징의 범위 정보는 각 특징 별 변화 규칙의 허용 범위, 각 특징 별 센싱 값 변화량의 허용 범위, 각 특
징 별 센싱 값 변화율의 허용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0201]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
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작을수록 작은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을
클수록 큰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0203]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소 비율 구간인 경우 '0'이나 지정된 최소값의 수치정보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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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대 비율 구간인 경우 지정된 최대값의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0205]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지정된 운영단말을 통해 상기 운영D/B에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
보가 등록 저장된 후, 하기 정보 인식부(140)를 통해 지정된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된 경우, 상기 정보 관리
부(105)는 상기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상기 카메라장치(190)로부터 수신되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
정 저장영역에 저장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에 대응하는 객체를 인식함과 동시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가 애완동물에게 발화하는 음성 중 애완동
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예컨대, '우리 xx 배고프구나', '우리 xx 똥 쌋구나', '우리 xx 졸리구나' 등)을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보호자의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
된 음성이 인식된 경우,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를 패턴화함과 동시에 상기 애
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에 대응하는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식별하고, 상기 인식된 센
싱 값 인식 정보를 패턴화한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상기 식별된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의 조합
을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의 빅데이터 기반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속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0207]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응시켜 증강하
기 위한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가상객체 관리부(110)와,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와 하나 이상의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운영D/B
에 등록 저장하는 정보 매칭부(115)를 포함한다.

[0209]

상기 가상객체 관리부(110)는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 상에 존재하는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응시켜 증강하기 위해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하여 표시 가능한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한다. 예를들어, 상기 가상객체 관리부
(110)는 지정된 운영단말로부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하여 표시 가능한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등
록받아 운영D/B에 저장할 수 있다.

[021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적어도 일부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열을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말풍선 형태로 표시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0213]

상기 정보 매칭부(115)는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와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와 센싱 기
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생성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의 가상객체 데이터와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
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한다. 예를들어, 상기 정보 매칭부(115)는 지정된 운영단말로부터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와 하나 이상의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등록받아 운
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021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생성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
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를 포함하는데, 상기 가상객
체 데이터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에 대응하는 감정의 세기(또는 강도)를
직관적으로 표현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가 '슬픔'이라는 감정 상태
를 증강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양 안 아래쪽 부위'에 중첩하여 표시되는 눈물 흐름 자국 형태의 가상객체 데이
터인 경우,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는 '슬픔'이라는 감정 항목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이 따라 눈
물 흐름 자국의 폭이나 길이 또는 색상이 달라지는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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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을 대상과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매핑하는
정보를 등록받아 지정된 관리D/B에 저장하는 정보 등록부(120)를 포함한다.

[0219]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사용자단말을 통해 가입신청정보를 입력하거나
종이 형태의 가입신청서(예컨대, 카메라장치(190)를 이용한 서비스와 IPTV(185)를 결합하는 신청서, 카메라장치
(190)를 이용한 서비스와 사용자 무선단말(180)을 결합하는 신청서 등)를 작성한 경우, 상기 정보 등록부(120)
는 사용자 단말이나 지정된 등록단말을 통해 상기 가입신청정보나 가입신청서에 대응하는 사용자정보와 상기 사
용자에게 제공/공급된 카메라장치(190)를 고유 식별하는 카메라장치(190)정보를 등록받아 관리D/B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나 지정된 등록단말을 통해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
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IPTV(185)로 제공하기 위한 ID/PW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사용자정보 및/또는 카메라장치(190)정보와 연계하여 관리D/B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ID/PW정보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
터를 웹을 통해 사용자가 이용하는 유선단말이나 무선단말(180)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도 권리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0221]

한편 상기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0)에 지정된 앱을 설치하고 최초(또는 가입 전) 구동
시,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정보와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공급된 카메라장치(190)를 고유 식별하는 카메라장치(190)정보를 등록받아 관리D/B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을 고유 식별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생성하거나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으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사용자정보 및/또는 카메라
장치(190)정보와 연계하여 관리D/B에 저장할 수 있으며, 상기 고유식별정보를 생성한 경우 상기 사용자 무선단
말(180)의 앱으로 제공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으로부터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
터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IPTV(185)로 제공하기 위한 ID/PW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사용자정보 및/또는 카메라장치
(190)정보와 연계하여 관리D/B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ID/PW정보는 상기 카
메라장치(190)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웹을 통해 사용자가 이용하는 유선단말
이나 무선단말(180)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도 권리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0223]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은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을 다른 무선단말(180)의 고유정보(예컨대, 휴대폰번호 등)를
입력/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다른 무선단말(180)의 고유정보를 관리D/B에 저
장하고, 상기 다른 무선단말(180)의 고유정보를 통해 상기 다른 무선단말(180)에 지정된 앱이 설치되도록 유도
하거나 및/또는 상기 다른 무선단말(180)에 설치 실행된 앱을 확인하고, 상기 다른 무선단말(180)의 앱을 고유
식별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생성하거나 상기 다른 무선단말(180)의 앱으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등록되어 있는 카메
라장치(190)정보와 연계하여 관리D/B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 이외에 상기 사용자 무
선단말(180)의 앱을 통해 지저된 다른 무선단말(180)의 앱을 통해서도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촬영된 비
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다.

[0225]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0)와의 통신 연결을 관리하는 통
신 관리부(125)와,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
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수신부(130)와, 상기 수신된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저장부(135)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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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0)에 전원이 입력되면,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제어모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와 지정된 하나 이상의 정보를 교환하여 통신 연결을 요청하며, 상
기 통신 관리부(125)는 상기 지정된 정보의 교환을 근거로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유효성을 인증하여 상기 카
메라장치(190)와 통신을 연결한다.

[0229]

상기 카메라장치(190)와 통신이 연결되면, 상기 통신 관리부(125)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일회용주소정보를 동적 생성하여 상기 카메라장치(190)로 제공하며, 이 경우 상기 카메
라장치(190)의 제어모듈은 상기 일회용주소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일회용주소정보를 상기 획득 데이터를 전송할
목적지 주소로 설정한 후, 상기 획득된 획득 데이터를 상기 일회용주소에 대응하는 목적지 주소로 전송할 수 있
다. 여기서, 상기 일회용주소정보는 주소도메인정보는 동일하되 도메인 이후의 파라미터값이 중복되지 않게 동
적 생성된 파라미터값으로 이루어진 주소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23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 관리부(125)는 주기적으로 상기 카메라장치(190)에 대한 신규 일회용
주소정보를 동적 생성하여 상기 카메라장치(190)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제어모
듈은 상기 신규 일회용주소정보를 수신하고, 이전 일회용주소에 대응하는 목적지 주소로 상기 획득 데이터를 전
송하는 과정을 인터럽트함과 동시에 이전 일회용주소로 획득 데이터를 전송한 이전 전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신규 일회용주소정보를 상기 획득 데이터를 이어서 전송할 신규 목적지 주소로 설정한 후, 상기 이전 전송 정보
를 근거로 이전 일회용주소로 전송하던 획득 데이터를 상기 신규 일회용주소에 대응하는 신규 목적지 주소로 이
어서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의 과정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상기 카메라
장치(190)는 상기 일회용주소로 획득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을 명기하는 바이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 관리부(125)의 일회용주소정보 생성 내지 적용 과정은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23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제어모듈이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
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면,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카메라모듈
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수신된 획득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할 수 있다.

[0235]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제어모듈이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오 데
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면,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오 데
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수신된 획득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연계 저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다.

[0237]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제어모듈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
함하는 동영상 데이터 형태의 획득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카메
라장치(190)로부터 상기 동영상 데이터 형태의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지정된 저
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수신된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0239]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제어모듈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오디오 데
이터를 각각의 데이터 형태로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제각기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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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로부터 각기 수신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연
계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
이터의 시간을 동기화시켜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0241]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제어모듈이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
오 데이터 외에, 지정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센싱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면,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센싱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
이터 저장부(135)는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수신된 획득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
디오 데이터와 상기 센싱 데이터를 연계 저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데이터 저
장부(135)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과 상기 센싱 데이터의 시
간 값(또는 타임스탬프)을 기준으로 상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과 상기 센싱 데이터의
시간을 동기화시켜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0243]

본 발명의 제1 애완동물 감정 상태 생성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0)
의 앱이나 IPTV(185)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
하는 시점에 상기 송신 데이터에 포함되는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데이터(예컨대,
오디오 데이터 및/또는 센싱 데이터 등)를 근거로 지정된 절차에 따라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
보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
태에 대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245]

한편 본 발명의 제2 애완동물 감정 상태 생성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카메라장치(190)로부터 수신된 획득 데이터가 저장된 후,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
장된 획득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된 절차에 따라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획
득 데이터와 연계 저장하도록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
터를 포함하는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 시 상기 송신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
와 연계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추출될 수 있다. 여기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247]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인공지능 기반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애완동물의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경우,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상기 카메
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되는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감정 상태 판별부(150)와, 상기 산출된 하나 이상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55)를
포함한다.

[0249]

상기 정보 관리부(105)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 관리하는 경우,
상기 감정 상태 판별부(150)는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이
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근거로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1≤n1≤N
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한다.

[025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감정 상태 판별부(150)는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E개의 애
완동물 표정 중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물 표정을 판별하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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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동물 표정을 통해 구별 가능한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상기 판별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과 매칭 관계
를 지닌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과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
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할 수 있다.

[0253]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판별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1≤n≤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다. 여기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2 애완동물 감정 상태 생성 실시예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획득 데이터가 저장된 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된 경우, 상기 정보 생
성부(155)는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하여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0255]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패턴 인식 기반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애완동물의 지정된 감
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경우, 지정된 거점의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획득 데이
터 중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감정을 판별하기 위한 지정된 인식 대상의 인식 정보를 인
식하는 정보 인식부(140)와, 지정된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
사도 이상 매칭된 지정된 인식 대상의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하나
이상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는 정보 판별부(145)와, 상기 인식 정보와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
로 상기 패턴 정보와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
상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는 감정 상태
판별부(150)와, 상기 산출된 하나 이상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55)를 포함한다.

[0257]

상기 정보 인식부(140)는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대한
f(1≤f≤F)개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i(i≥1)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인식한다.

[025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는 지정된 재생 시간 단위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지정된 재생 프레임 수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데이
터를 포함할 수 있다.

[0261]

본 발명의 제1 애완동물 감정 상태 생성 실시예의 경우, 상기 정보 인식부(140)는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고유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ID/PW정보를 통해 식별/인증된
IPTV(185)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확
인한다. 만약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상기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상기 정보
인식부(140)는 상기 송신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 중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
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대한 f개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0263]

한편 본 발명의 제2 애완동물 감정 상태 생성 실시예의 경우, 상기 정보 인식부(140)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로
부터 수신된 획득 데이터가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후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된 비디오 데이터 중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대한 f개
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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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5]

상기 정보 인식부(140)를 통해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45)는 상기 운영
D/B에 저장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확인한다. 만약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
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
보 판별부(145)는 상기 확인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1(1≤n1≤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

[0267]

상기 정보 판별부(145)를 통해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
면, 상기 감정 상태 판별부(150)는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
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고,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판별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1≤n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다. 여기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
는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269]

한편 본 발명의 제2 애완동물 감정 상태 생성 실시예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획득 데이
터가 저장된 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
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하여 상기 저장매체의 특
정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0271]

한편 상기 정보 관리부(105)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 관리
하는 경우, 상기 감정 상태 판별부(150)는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
정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근거로 상기 오디오 데이터의 애완동물의 동
물 소리에 대응하는 n2(1≤n2≤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할 수 있다.

[027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감정 상태 판별부(150)는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정된 C개
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중 상기 오디오 데이터 상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판
별하고,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통해 구별 가능한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상기 판별된 c개의 애완동물
의 동물 소리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확인된 c개의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할
수 있다.

[0275]

한편 상기 정보 관리부(105)를 통해 상기 운영D/B에 패턴 인식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가 저
장된 경우, 상기 정보 인식부(140)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일정 일정 구간의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j(j≥1)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0277]

상기 정보 인식부(140)를 통해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45)는 상기 운영D/B
에 저장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c(1≤c≤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를 확인한다. 만약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
(145)는 상기 확인된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1≤n2≤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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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9]

상기 정보 판별부(145)를 통해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감정 상태 판별부(150)는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
하여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고,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판별된 n2개의 감정 항
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수
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28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기 산출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산출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
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바람
직하게,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합집합 관계이거나, 또는 상기 합집합의 부분집합 관계일 수 있
다.

[0283]

한편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
여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 시,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과
n2개의 감정 항목 중 중복되는 감정 항목에 대하여 각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한 지정된 통계 연산(예컨대,
평균 값 산출 연산)이나 해당 감정 항목과 표정 또는 동물 소리 사이의 상관 관계에 따라 지정된 인식 대상에
지정된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 연산을 통해 상기 중복되는 감정 항목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
다.

[0285]

한편 상기 정보 관리부(105)를 통해 상기 운영D/B에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저장
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와 상기 카메라장치(190)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
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가 연계 저장된 경우, 상기 정보 인식부(140)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맟/또는
오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k(k≥1)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0287]

한편 상기 정보 인식부(140)를 통해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45)는 상기 운영
D/B에 저장된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s(1≤s≤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확인한다. 만약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
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가 화긴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45)는 상기 확
인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3(1≤n3≤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

[0289]

상기 정보 판별부(145)를 통해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
기 감정 상태 판별부(150)는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
율을 근거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하고,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판별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
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여
기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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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기 산출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근
거로 산출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합집합 관계이거나, 또는 상
기 합집합의 부분집합 관계일 수 있다.

[0293]

한편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
여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 시,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과
n3개의 감정 항목 중 중복되는 감정 항목에 대하여 각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한 지정된 통계 연산(예컨대,
평균 값 산출 연산)이나 해당 감정 항목과 표정 또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사이의 상관 관계에 따라 지
정된 인식 대상에 지정된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 연산을 통해 상기 중복되는 감정 항목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
보를 생성할 수 있다.

[0295]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기 산출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산
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산출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및 상기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근거로 산출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지
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
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합집합 관계이거나, 또는 상기 합집합의 부분집합
관계일 수 있다.

[0297]

한편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및 n3개
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등을 조합하여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
시, 상기 정보 생성부(155)는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과 n2개의 감정 항목 및 n3개의 감정 항목 중 중복되는 감
정 항목에 대하여 각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한 지정된 통계 연산(예컨대, 평균 값 산출 연산)이나 해당 감
정 항목과 표정 또는 동물 소리 또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사이의 상관 관계에 따라 지정된 인식 대상에
지정된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 연산을 통해 상기 중복되는 감정 항목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
다.

[0299]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근거로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는 가상객체 확인부(160)와, 애
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 가능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
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하는 감정 상태 증강부(165)와,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
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
는 데이터 제공부(170)를 포함한다.

[0301]

상기 정보 생성부(155)를 통해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
하는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가상객체 확인부(160)는 상기 가상객체 매
칭 정보를 근거로 운영D/B에 저장된 R개의 가상객체 중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
보에 매칭되는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한다.

[0303]

상기 가상객체 확인부(160)를 통해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매칭되는 r개의 가상객
체 데이터가 확인되면, 상기 감정 상태 증강부(165)는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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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표시 가능한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선별한다. 예를들어,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애완동물 안면 주
변의 동일 영역에 중첩 표시 가능한 둘 이상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기 감정 상태
증강부(165)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애완동물 안면 주변의 동일 영역에 중첩 표시 가능한 둘 이상의 가상객체 데
이터 중 실제 중첩 표시할 어느 한 가상객체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다.

[030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
보에 대응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열을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말풍선 형태로 표시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0307]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할 q의 가상객체 데이터가 선별되면, 상기 감정 상태 증강부(165)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선별된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중첩 표시
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한
다.

[030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감정 상태 증강부(165)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을 인식하고, 상기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에 대응하는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말풍선 형태의 문자열을 포함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는 애완동물의 안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배치됨과 동시에 애완동물의 안면 쪽으로 말풍성 꼬리를 내리는 형태로 중첩 표시될
수 있으며, 이로써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시청하는 사용자는 애완동물이 상기 말풍선 안쪽의 감정 표현 문자열
(예컨대, '배고파요', '짜증나요', '외로워요' 등의 문자열)에 대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0311]

상기 데이터 제공부(170)는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n개의 감
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
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며,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는 상기 송
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외에 오디오 데이
터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313]

도면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정보 저장/등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0315]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지정된 인식 대상
(예컨대, 애완동물 표정,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지저된 센서모듈을 통해 아깅의 지정된 센싱 대사을 센싱한 센
싱 값 등) 별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저장하거나,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을 대상과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매
핑하는 정보를 등록받아 지정된 관리D/B에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317]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인식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지
정된 인식 대상(예컨대, 애완동물 표정,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지저된 센서모듈을 통해 아깅의 지정된 센싱 대
사을 센싱한 센싱 값 등) 별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지정된 저장영역이나 운영D/B에 저장하여 관리한다(20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인식 대상 별 감정상태 판별 정보는 인공지능 기반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포함하거나 및/또는 패턴 인식 기반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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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응시켜 증강하
기 위한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205),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와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와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생성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와 하나 이상의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
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한다(210).

[0321]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을 대상과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매핑하기
위해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으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정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공급된 카메라장치
(190)를 고유 식별하는 카메라장치(190)정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을 고유 식별하는 고유식별정보
및 상기 사용자가 설정한 ID/PW정보 등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매핑 등록 요청할 수 있으며(215), 상기 운영서버
(100)는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정보, 카메라장치(190)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ID/PW정보 등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수신하고(220), 상기 사용자정보, 카메라장치(190)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ID/PW정보 등을 지정된 관리Dd/B에 연계 저장한다(225).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사용자정보와 카메라장치
(190)정보 및 ID/PW정보 등은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사용자단말이나
상기 사용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지정된 등록단말을 통해 등록될 수 있다.

[0323]

도면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지정된 거점의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한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여 지
정된 저장매체에 저장 관리하는 도시한 도면이다.

[0325]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0)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운영서버(100)로 전송하여 지정된 저자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과정
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
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327]

도면3을 참조하면,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동작을 위한 전원 공급이 확인되면(300), 지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
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와 지정된 하나 이상의 정보를 교환하여 통신 연결을 요청하며(305), 상기 운
영서버(100)는 상기 카메라장치(190)와 지정된 정보를 교환하여 상기 카메라장치(190)의 유효성을 인증한 경우
(310), 상기 카메라장치(190)와 통신 연결하고(315), 이에 대응하여 상기 카메라장치(190)로 상기 운영서버
(100)와 통신이 연결된다(315).

[0329]

한편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일회용주소정보
를 동적 생성하고(320), 상기 카메라장치(190)로 상기 생성된 일회용주소정보를 제공하며(325), 상기 카메라장
치(190)는 상기 운영서버(100)로부터 상기 일회용주소정보를 수신하고(330), 상기 수신된 일회용주소정보를 상
기 획득 데이터를 전송할 목적지 주소로 설정할 수 있으며(335), 상기의 일회용주소정보 생성 내지 목적지 주소
로 설정하는 과정은 주기적으로(예컨대, 30초 단위) 반복될 수 있다.

[0331]

한편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지정된 거점 내의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획
득하고(340a),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목적지 주소로 전송할 수 있다(345).

[0333]

또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지정된 거점 내의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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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340a),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한 후(340b), 상기 비디오 데이
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목적지 주소로 전송할 수 있다(345).

[0335]

또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지정된 거점 내의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획
득하고(340a),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한 센싱 데이터를 획득한 후(340c),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센싱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목적지 주소로 전송할 수 있다(345).

[0337]

또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지정된 거점 내의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획
득하고(340a),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고(340b),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한 센싱 데이터를 획득한 후(340c),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
이터 및 센싱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목적지 주소로 전송할 수 있다(345).

[0339]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카메라장치(190)로부터 적어도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
(350), 상기 수신된 획득 데이터(또는 획득 데이터에 포함된 각각의 데이터)를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
역에 저장하여 관리한다(355).

[0341]

도면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증강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
를 제공하는 도시한 도면이다.

[0343]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
보를 생성한 후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
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345]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2의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
한 경우,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시점, 또는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가
저장된 후,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비디오 데이터의 애완동물 표정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
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한다(a00).

[0347]

한편 상기 도면2의 과정을 통해 패턴 인식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한 경우,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
된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시점, 또는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
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가 저장된 후, 상
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대한 f개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
응하는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인식한다(400).

[0349]

만약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근거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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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의 과정을 통해 운영D/B에 저장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405),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410).

[0351]

만약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운
영서버(100)는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
율을 근거로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
여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
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한다(415).

[0353]

만약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판별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다(420).

[0355]

만약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
해 운영D/B에 저장된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근거로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425),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 가능한 q(1
≤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 처리하며(430), 상기 n
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상
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해 관리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ID/PW정보를 통해 식별/인증된 IPTV(185)로 제공한다(435). 상기 사용자 무선단
말(180)의 앱이나 IPTV(185)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한다(440).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
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357]

도면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증강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
를 제공하는 도시한 도면이다.

[0359]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인식된 동물 소리 인식 정
보를 (추가)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
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
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
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361]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2의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한 경우,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시점, 또는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
터가 저장된 후, 또는 상기 도면4에 도시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기반의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
태 값 산출 과정과 연동하여,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를 통해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오디오 데이터의 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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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동물 소리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값을 판별한다(b00).

[0363]

한편 상기 도면2의 과정을 통해 패턴 인식 기반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한 경우,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
된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시점, 또는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
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가 저장된 후, 또
는 상기 도면4에 도시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기반의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산출 과정과
연동하여,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일정 일정 구간의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인식한다(500).

[0365]

만약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근거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도면2의
과정을 통해 운영D/B에 저장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505), 상기 확인된 c개의 동
물 소리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510).

[0367]

만약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운영서
버(100)는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j
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한다(515).

[0369]

만약 상기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판별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520).

[0371]

한편 상기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상기 도면4
의 과정을 통해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된 경우,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판별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비
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520).

[0373]

만약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
해 운영D/B에 저장된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근거로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525),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 가능한 q(1
≤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 처리하며(530), 상기 n
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상
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해 관리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ID/PW정보를 통해 식별/인증된 IPTV(185)로 제공한다(535). 상기 사용자 무선단
말(180)의 앱이나 IPTV(185)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한다(540).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
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375]

도면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증강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
를 제공하는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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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7]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인식
된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추가)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
록 증강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과정
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
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379]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
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IPTV(185)로 제공하는 시점, 또는 상기 도면3의 과
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카메라장치(190)를 통해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가 저장된 후, 또는 상기 도면4에 도시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기반의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산출 과정과 연동하거나, 또는 상기 도면5에 도시된 동물 소리 인식 기반의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
동물 감정 상태 값 산출 과정과 연동하여,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
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
에 대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인식한다(600).

[0381]

만약 상기 센싱 데이터를 근거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도면2의 과
정을 통해 운영D/B에 저장된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605), 상기 확인된 s개의 센싱 값 패
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610).

[0383]

만약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운영서버
(100)는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s
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판별한다(615).

[0385]

만약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판별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620).

[0387]

한편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상기 도면4
의 과정을 통해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된 경우,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판별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비
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620).

[0389]

또는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상기 도면4
의 과정을 통해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고 상기 도면5의 과정을 통해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된 경우,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판별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
물 감정 상태 값과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및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
태 값을 조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
할 수 있다(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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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1]

만약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
해 운영D/B에 저장된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근거로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625),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 가능한 q(1
≤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 처리하며(630), 상기 n
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상
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해 관리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0)의
앱이나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ID/PW정보를 통해 식별/인증된 IPTV(185)로 제공한다(635). 상기 사용자 무선단
말(180)의 앱이나 IPTV(185)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한다(640).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
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부호의 설명
[0393]

100 : 운영서버

105 : 정보 관리부

110 : 가상객체 관리부
120 : 정보 등록부

115 : 정보 매칭부
125 : 통신 관리부

130 : 데이터 수신부
140 : 정보 인식부

135 : 데이터 저장부
145 : 젇보 판변부

150 : 감정 상태 판별부
160 : 가상객체 확인부
170 : 데이터 제공부
185 : IPTV

155 : 정보 생성부
165 : 감정 상태 증강부
180 : 무선단말

190 : 카메라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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