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응시, 시선과 같은 사회적 신호를 이용하여 사용
자의 현재 관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과정인 
공동 주의는 아동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이러한 공동 주의가 부족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
려움을 겪게 된다. 로봇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상호 작용 기반 주의력을 높이는 보조자로
써 검토되어지고 있다[1]. 이에, 자폐 스펙트럼 장
애를 가진 아동은 공동 관심 및 사회적 상호작용
의 향상을 위해 웹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응시하
는 방위 정보로부터 공간 내 목표 물체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응시점을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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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포즈 인식과 기하학적 연산을 적용하여 추정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응시하는 물체의 구별 가능한 
거리의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
한다. 

Ⅱ. 3차원 공간 내 응시지점 추정 프로세스

그림 1. 사용자 응시점 추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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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내 공간에서 상호작용 로봇이 사용자의 시선이 응시하는 목표지점의 위치정보를 추정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저가의 웹캠으로부터 RGB 영상을 추출하고, 얼굴검출(Openface)모듈로부터 사용자
의 헤드포즈 정보를 획득한 후 기하학적 연산을 적용하여 3차원 공간 내 사용자의 응시방향을 추정하
게 된다. 추정된 응시방향과 테이블 상의 평면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응시하는 
목표 지점의 좌표를 추정하게 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estimating location of a target point at which an interactive robot gazes in an 
indoor space. RGB images are extracted from low-cost web-cams, user head pose is obtained from the face detection 
(Openface) module, and geometric configurations are applied to estimate the user’s gaze direction in the 3D space. The 
coordinates of the target point at which the user stares are finally measured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stimated gaze direction and the plane on the tabl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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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거치가 가능한 로봇의 몸통부위에 장착
되는 웹캠의 RGB 영상을 통해 사용자의 이미지를 
획득한 뒤, Openface 모듈로부터 사용자 얼굴의 특
징점을 추출하여 사용자의 헤드 포즈를 연산한다. 
추정된 헤드의 3차원 방위 정보에 기하학 연산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응시하는 방향정보로부터 책상
이 위치하는 평면 내의 응시점을 추정하게 된다.

웹캠으로부터 얻은 사용자의 헤드 위치 정보는 
카메라 좌표계를 기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월드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자의 응시 목표 지점
의 좌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동차 행렬을 이용한 
좌표계의 회전이 필요하다. 로봇플랫폼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치수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의 각 좌표
계에 대한 행렬의 내적 곱을 계산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최종 응시점을 추정하게 된다. 

전역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자 헤드 좌표
의 연산과정은 수식 (1)과 같다. 여기서 W는 전역 
좌표계, B는 Base_link, C는 Body_cam_link, H는 
Head의 위치정보를 지칭한다. 각 동차행렬은 
Translation과 Rot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을 통해 구한  의 변환행렬은 수식 (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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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치정보 x, y, z는 로봇에 설정한 좌표계 
간의 Translation을 의미하며, , 와 , 는 각 B
와 C를 기준으로 Z축과 X축에 대해 Rotation하는 
방위 각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치정보 
    는 C를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의 
헤드포즈의 3차원 위치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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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좌표변환 공식을 이용하여 전역 좌
표계로부터 사용자의 헤드 포즈의 값을 연산할 수 
있다. 추출된 값을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하여 평면 
공간에서 사용자 응시점 정보로 변환하게 된다. 응
시점의 위치값은 수식 (3), (4)를 이용하여 추정하
게 되는데, 각각 전역 좌표계를 기준으로 응시점의 

평면 위치 정보(  )를 추출하게 된다. 수식(3)
과 (4)에서 θ, ψ는 각각 y축과 z축을 기준으로 회
전하는 pitch와 yaw를 의미한다. 

Ⅲ. 실험 구성

응시점 정밀도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몸체에 웹
캠을 장착한 탁상용 로봇 플랫폼을 책상 위의 평
면에 위치시켰으며, 실험에 참가하는 사용자는 의
자에 앉아서 책상 위 설정된 마크를 차례대로 응
시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자가 응
시해야하는 마킹된 9개의 좌표는 오차 추정을 위
해 전역 좌표계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도록 설정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응시점 추정을 위한 기하학 구성도

마킹된 9개 좌표 중 좌표 P1은 전역 좌표계를 
기준으로 (300mm, -150mm), 좌표 P2는 (300mm, 
0mm), 좌표 P3는 (300mm, 150mm) 순으로 y축 방
향으로 150mm의 간격을 두고 위치하며, 좌표 P4
부터는 x축을 기준으로 100mm 간격을 두면서 순
차적으로 위치를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목표 응시점의 정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은 
20대인 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참
가자는 정해진 9개의 지점을 5초씩 순차적으로 응
시하였고, 총 3회씩 반복하여 좌표당 9번의 위치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Ⅳ. 실험 결과

(a) (b)

그림 3. 좌표변환 모델기반의 사용자의 응시점 추

정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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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헤드포즈 인식, b) 3D 내 응시점 추정

실제 9개 지점의 위치 좌표와 연산을 통해 획득
한 추정 좌표의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각 좌표를 응시하였을 때 사용자 시선의 위치, 그
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헤드포즈 인식을 통해 각 좌표별 사용자가 응시
한 9개의 데이터의 응시점 추정은 그림 3과 같고, 
각 응시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표기한 바
와 같다. 

9개의 마크 위치에 따른 거리 오차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한 결과, 근거리 세 개의 좌표(P1, P2, P3)
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좌표의 거리 오차는 평균 
70.48mm 가 발생한 반면에, 3개의 좌표의 경우 평
균 128.88mm정도로 거리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용자 헤드포즈 인식
에서 3개 좌표의 yaw값이 나머지 좌표의 yaw값에 
비해 평균 9.26도 높게 측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오
차이며, 동일 위치임에도 특정 참가자에 의해 yaw 
값이 높게 측정되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 별 인식되는 측정값이 가변적이고, 
이는 근거리 물체의 응시점 오차의 증가로 응시점
의 구분가능한 범위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취
약점을 가지게 됨을 검증하였다. 

그림 4. 사용자 응시점 추정 평균 실험값 결과

응시점의 오차유발 요인은 Openface를 기반으로 
얼굴검출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용자의 응시점 추정을 위해 
눈동자 응시정보를 3차원 좌표변환에 사용해야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거리에서도 응시정보의 추
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얼굴의 특징점을 
매핑한 후 코의 위치를 기반으로 3차원 위치정보
를 추출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눈동
자와 코의 응시 시작지점이 상이한 부분과 응시방
향의 수평 상태 유지여부가 응시점에 대한 편차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실험을 진
행한 결과 현재 프로세스에서는 마크된 좌표에 대
한 위치가 약 70mm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어느 
곳을 응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사용자가 지향하는 목표 응시점에 대
해 얼굴인식 모듈과 기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추
정 하였으며, 위치 정밀도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사
용자와 로봇이 마주보는 책상 위 평면상에 70mm
의 거리오차를 가지는 물체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차 발생의 원인으로 사용자의 눈동자 인식에 
대한 고려, 그리고 웹캠 기반 사용자 얼굴 이미지 
내 방위각 편차에 따른 응시점 오차의 연관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하였다.

향후에는 사용자 눈동자의 3차원 위치 정보와 
방위 값을 이용하여 현재 발생하는 오차값을 개선
시켜 사용자의 응시점의 구분 가능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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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위치

(x, y)[mm]
평균±표준편차[mm]

P1 300, -150 358.61±48.52, -177.51±31.13

P2 300, 0 347.27±40.00, 30.00±37.75

P3 300, 150 330.31±75.79, 252.25±68.83

P4 400, -150 449.74±45.09, -135.20±36.14

P5 400, 0 410.68±43.59, 51.57±35.11

P6 400, 150 411.33±58.84, 252.02±122.20

P7 500, -150 503.72±41.73, -134.20±64.59

P8 500, 0 507.46±50.57, 28.08±53.90

P9 500, 150 480.99±44.53, 248.03±77.17

표 1. 목표 응시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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