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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의 사용은 더욱 많
은 필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사람과 컴퓨터간의 좀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지
고 있다.[1][2] 뿐만 아니라, 로봇 비전을 연구하는 분
야에 있어서 사람이 주시하는 방향을 추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5][6][7] 이는 핸즈 프리 마
우스(Hands free mouse) 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도 적
용이 가능하며, 운전자 감시 시스템으로도 응용될 수 
있다.[8] 
사람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그 사람이 주시
하고 있는 방향이며, 관심을 가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머리 방향을 추정함으로써 
관심 객체를 추적할 수 있으며, 또한 주시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사람의 머리 방향을 추정하는 것은 곧, 머리의 회전 
각도를 추정하는 것과 상통한다. 즉, 머리의 회전 각
도를 예측함으로써, 사람의 관심이 되는 방향을 추정
할 수 있다. 
사람의 머리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은 현재에 이르

기까지 많이 연구 되어 지고 있다. 기존 방법에서 단
일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영상의 밝기 정보에 민감
하며, 얼굴의 피부 영역과 머리카락 부분을 나누어 추
정하는 영역 기반 방법은 머리털 모양이 변하면 추정
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1] 또한, 임의의 점에 대
한 3 차원 위치 측정을 필요로 하는 방법은 실제 깊이
를 계산하기 위해 카메라 보정을 통한 내부 및 외부 
인자 측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카
메라를 통해 얻은 변이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 내의 
얼굴 영역과 배경 영역을 쉽게 구별하였으며, 카메라 
보정 없이 변이 공간에서 머리의 회전 각도를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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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얻은 변이 정보를 이용하여, 3 차원으로 머리의 회전 각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머리 회전에 의한 주시 방향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방향이므로 이동
을 추정하는 것에 비해 많은 중요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영역 내의 여러 특징점들 중 3
개의 특징점들을 포함하는 여러 평면(Plane)이 머리가 이동하더라도, 그 평면들 사이의 각은 변하지 
않으므로, 회전 각도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회전 각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기존 
논문이 카메라 보정을 통해 3 차원 위치를 측정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변이 공간에서 회전 각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카메라 보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변이 정보를 얻기 위한 스테레오 장비는 평행 
카메라 모델로 가정하며, 얼굴 내의 특징점은 KLT(Kanade-Lucas-Tomasi) 특징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
하였다. 실험결과는 기준 영상에 대하여 추정된 3차원 각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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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논문에서 회전 각도 추정의 기준이 되는 초기 
영상의 얼굴 방향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고 가정하며, 스테레오 장비는 평행 시각 스테레오 카
메라 모델(A parallel looking stereo camera model)을 사용
하였다. 실험결과는 기준 영상에 대하여 추정된 3 차
원 각도를 나타낸다.  

 
 

2. 얼굴 검출 

2.1배경 분리 
기준 영상으로부터 구해진 초기 변이 정보를 이용

하면, 사람과 배경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 사용된 스테레오 장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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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행 시각 스테레오 장비 구조 

 
[그림 1]의 카메라의 두 광축이 평행하며, 렌즈 중

심을 포함하는 에피폴라선(Epipolar line) 상에 있으므
로, 수직 불균형(Vertical disparity)에 의한 변이 값은 항
상 0 이 되며, 오직 수평 불균형(Horizontal disparity)에 
의한 차이만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수평 불균형에 대한 변이 맵을 히스토그램
(Histogram)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으며, 임계값
(Threshold)을 기준으로 배경과의 분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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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계값을 이용한 사람과 배경의 분리 



 >

=
otherwise

Tyxdif
yxg

0
),(1

),(          (1) 

 
식 (1)의 g(x,y)는 임계값을 기준으로 이진화된 영상
이며, T 는 임계값, d(x,y)는 변이 영상을 나타낸다. 
즉, 변이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임계값을 기준으로 
나누어 이진화 함으로써, 사람 영역을 구할 수 있다. 
 
 

2.2 얼굴 영역 검출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좁

은 영역을 차지한다. 따라서, 얼굴 영역은 이진화 된 
영상 g(x,y)를 가로 방향으로 한 라인씩 스캔하여 영
역 합을 계산한 값 중 가장 큰 두 값의 영역 사이에
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값을 갖는 두 영역을 p, q 라고 하면, 목 부분을 검
출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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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의 M 은 영상의 가로크기를 h 는 검출된 목의 위
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람 영역 내에서 검출된 목 
위치로부터 그 윗부분이 얼굴 영역이 된다. 

 
 

3. KLT 특징 추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특징점
(Feature Points)을 추적하기 위해 KLT 특징 추적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3][4] 특징점은 얼굴 영역내에서 추
적이 가장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들로 구성된다. 
만약, 영상 시퀀스의 샘플링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고 
가정하면, 영상내의 임의의 작은 영역에 대한 영상 강
도의 변화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거의 없다고 생
각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모션
은 식(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w

tItdI 2)],x(),x([ τε        (3) 

 
식(3)의 w 는 d 를 계산하기 위한 윈도우 크기이며,  
x=[u, v]T는 윈도우의 중심에 위치한다. τ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시간 변화량을 나타낸다. 식(3)은 1 차 
테일러 근사(First-order Taylor Approximation)에 의해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Gd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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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Iu, Iv 는 u, v 각각에 대한 편미분이며, It=Iv 이다.  
식 (4)로부터 d=G-1e 로 표현될 수 있으며, d 의 값을 
계산함으로써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특징점의 변화
를 추적할 수 있다. 
 

 
4. 제안된 회전 각도 추정 방법  

4.1 법선 벡터(Normal vector) 
얼굴 내에서 추출된 임의의 3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얼굴이 회전 없이 순수하게 이동만 한다고 가정하면, 
그 평면과 3 차원상의 XY, YD, DX 평면의 사이 각은 
변하지 않는다. 즉, 평면 사이의 각도는 그대로 유지
되며, 이것은 평면의 회전 각도가 얼굴의 회전에 의해
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 frame

vx’

vY’
Vt=vx’ X vy’

t-1 frame

Plane

vx

vY

Vt-1=vx X vy

Plane

 
[그림 3] 변이 공간에서의 법선 벡터 

 
[그림 3]은 변이 공간에서 임의의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Vx와 Vy 는 한 특징점으로부터 
다른 두 특징점 방향의 벡터를 의미하며, 두 벡터의 
외적(Cross product)을 취함으로써 평면의 법선 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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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에서 Vt-1 은 t-1 프레임에서의 법선 벡터를, Vt

는 t 프레임에서의 법선 벡터를 나타낸다. t 프레임의 
법선 벡터 Vt 는 t-1 프레임으로부터 추적된 특징점들
로부터 얻어진 법선 벡터를 의미하며, 두 법선 벡터의 
차이는 머리가 회전된 각도를 의미한다.  

 

4.2 법선벡터의 직교투영을 통한 회전 각도 계산 
X, Y, d 축을 기준으로 머리의 회전된 각도를 추정

하기 위해 두 벡터를 각각 XY, YD, DX 평면에 직교투
영(Orthographic projection) 하여, 그 사이 각을 계산한
다. 직교 투영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내어 진다. 

Y

X

d

Vt

Φt

u3

u1

u2

Proj xyVt

 
[그림 4] 변이 공간에서 XY 평면에의 직교투영 

 
[그림 4]는 t 프레임에서 XY 평면에 직교 투영된 벡

터 Proj xyVt 를 표현하고 있다. 직교투영벡터 ProjxyVt를 
구하기 위해서는 Vt 와 ProjxyVt 사이의 각을 알아야 하
므로, d 축과 Vt 사이의 각 Φt 를 먼저 계산하여 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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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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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3 는 d 방향의 단위벡터(Unit vector)를 의미하
고, Vt와 ProjxyVt 사이의 각은 90-Φt가 되므로, ProjxyVt

는 식(7)로 구해진다. 
 

tttttxy VVVproj Φ=Φ−= sin)90co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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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직교투영 된 두 벡터의 사이 각 

 
t-1 프레임에서의 ProjxyVt-1 또한, 식 (7)과 같은 방법

으로 구해지며, 두 투영벡터 사이의 각은 d 축을 기준
으로 회전된 각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회전 각도는 
식 (8)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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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실험은 평행 카메라 모델로 구성된 스테레오 장비
로부터 얻어진 변이 맵을 이용 하였으며, 3 개의 값은 
기준 영상에 대해 얻어진 회전 각도를 의미한다.  

 
 

          
  (a) 기준 영상             (b) [43.2, 26.4, 10.3] 

 

          
(c) [-8.1, 76.4, 2.3]          (d) [-11.5, -33.7, -4.7] 

 

          
(e) [53.6, 46.3, 1.3]          (f) [-63.2, 1.3, -1.5] 

 
[그림 6] 변이 맵을 이용한 회전 각도 실험결과 

 
[그림 6]은 스테레오 장비를 통해 얻은 변이 맵을 이
용하여 구해진 회전 각도이다. 회전 각도는 X, Y, d 축
을 기준으로 회전된 각도를 의미한다. (a)는 변이 맵을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 초기 영
상이며, (b) ~ (f)는 매 프레임에 대하여 추적된 영상들
로부터 구해진 회전 각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
안된 방법으로 구해진 회전 각도는 약 +70 ~ -70 도 
사이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그 이상의 각도에서
는 특징 추적의 어려움으로 오차가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6. 결론 

본 논문은 스테레오 장비를 이용하여 얻은 변이 맵
을 이용하여, 머리의 회전각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초기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변이 맵은 얼
굴 영역과 배경 영역을 구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
되었으며, 얼굴 영역 내에서 추적하기에 좋은 특징을 
가진 점들을 선택하여 추적하기 위해 KLT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 
얼굴 영역에서 얻어진 특징 점들은 3 개의 점을 포

함하는 평면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평면이 얼굴의 이
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각 프레임 사
이의 추적된 점들의 평면들에 대한 회전 각도를 계산
하였다. 회전 각도는 X, Y, d 축을 기준으로 계산되었
으며, 실험을 통하여 회전 각도의 추정이 가능함을 보

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회전 각도 추정 방법을 이용하

면 머리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머리의 포즈를 예측
할 수 있으며, 이동 벡터를 구하고자 할 경우, 구해진 
회전 각도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한, 변이 맵이 아닌 깊이 정보를 얻기 위한 별도의 하
드웨어 장비를 이용하면, 좀 더 나은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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