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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키오스크의 카메라에 촬영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인식하여 사용자의 눈 이동을

탐지한다. 사용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화면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키오스크에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론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림 1]을 통해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 화면에 접촉함으

로써 또 다른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림 1] 2018년 ~ 2020년 점포 내 키오스크 사용여부

이 논문에서는 영상 처리 기반 객체 탐지 및 인식 기술

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얼굴과 시선을 인식함으로써 간단하

게 조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Harr Casade 알고리즘과 eye-tracking 기술을 융합하여

그 기능을 실험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기존의 키오스크와

비교했을 때 더욱 뛰어난 위생효과를 기대한다.

2. 관련 연구

키오스크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자의 얼굴

을 인식한다. OpenCV,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오브젝트

검출 알고리즘인 Haar Cascade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사

람의 얼굴을 검출한다. 이미지를 스캔하여 적분 이미지로

생성한 다음, Haar 특징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

기 위한 의미있는 영역을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CPU 기준

0.159s의 인식속도와 93% 이상의 인식률을 보여준다.

Haar Cascade 알고리즘은 [표 1]과 같다.

Haar Feature Selection
이미지에서

하르 특징 선택

▼

Creating Integral Images
계산속도 향상을 위한 적분

이미지 생성

▼

Adaboost Training

Adaboost Trainig을 통한 이미지

내

의미 있는 특징을 검출

▼

Cascading Classifiers 계산량 감소를 위한 분류

[표 1] Haar Cascade 알고리즘

정밀한 eye-tracking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tobii사의

eye-tracking를 사용한다. 근적외선 LED에 의해 각막에

생성된 반사패턴을 기반으로 각막반사법(PCCR)에 개량한

기술을 구현하며, 빛의 반사점과 기타 기하학적 특징을 바

탕으로 사용자의 시선을 추출한다. Eye-Tracking의 원

리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Eye tracking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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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트래킹 키오스크

본 시스템에서는 Haar Casccade Detection을 통한 사용

자 얼굴 인식, tobii Eye-Tracker, PyQt 기반의 키오스크

UI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시선추적을 통해 키오스크 화면에

터치하지 않고 눈의 움직임만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인지하

는 것으로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Eye-Tracking 키

오스크 시스템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Eye-Tracking 키오스크 시스템

[그림 4] 키오스크 시스템의 작동 순서

본 시스템의 작동순서는 [그림 4]와 같다. 먼저 Web

Camera를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면Main System에게 신

호를 전송하여 키오스크 시스템을 동작시킨다.Main

System은 EyeTracker를 동작시켜 사용자의 시선 위치

에 대한 좌표값을 받는다. 좌표 값은 Main System에게

전송하여 2초간 같은 위치를 응시 했다면 클릭하여 처리한

다. 멤버십 적립을 위해 Web Camera를 통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멤버십을 적립한다.

3.1 H/W 구성

하드웨어 구성도는 [그림 5]와 같으며, 사용한 하드웨어

부품은 [표 2]와 같다. 사용자 얼굴 인식 기능의 Web

Camera❶에서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면 키오스크가 동작한

다. Eyetracker는 사용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 좌표 값을

Main System에 전송하고, LCD Pannel을 통해 값에 따라

UI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주문이 완료된 후 멤버십 적립

을 하기 위한 QR코드를 제공하는데, 이를 인식하기 위해

Web Camera❷가 동작한다.

[그림 5] H/W 구성도

장비 기능

Web Camera❶ 사용자 얼굴 인식

LCD Pannel 키오스크 UI 출력

Eye Tracker 사용자 시선 인식

Web Camera❷ QR 코드 인식

Main COM 키오스크 시스템 관리

[표 2] 하드웨어 부품 리스트

3.2 S/W 구성

본 시스템에서는 C++ 기반의 Tobii사의 Eye-Tracker를

통해 시선이 화면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인식하고 이를 변

수로 받아 마우스를 제어한다. 마우스 움직임, 클릭을 통해

키오스크 UI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QRCod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멤버쉽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Firebase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림 6] 키오스크 시스템 흐름도

키오스크 시스템의 흐름도는 [그림 6]과 같다.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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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인식되었을 때, 사용자 시선에 대해 좌표를 추출하

고 그 좌표를 2초 간 응시했다면 좌표에 해당하는 버튼에

대해 클릭 이벤트를 처리한다. 2초간 응시하지 않았다면 사

용자 시선에 대한 좌표를 계속해서 추출하고 선택이 완료

되면 멤버십 적립 여부에 따라 결제를 완료하거나 QR코드

를 인식한 후 결제를 완료한다.

3.2.1 사용자 인식

키오스크가 동작하기 위해 먼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한

다. Python 기반의 Haar Cascad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림 7]과 같이 얼굴을 검출하며, 약 3초간 얼굴이 인식되었

을 때 키오스크가 자동으로 동작한다.

[그림 7] 사용자 얼굴 인식

3.2.2 Eye Tracking

Tobii 사의 EyeTracker 제품을 사용하여 Eyetracking을

구현하였으며 본 Tobii 사에서 제공되는 API를 통해 값들

을 통해 마우스를 제어한다. 화면 비율을 1로 했을 때, 보

내진 Gaze point 값을 화면 비율에 맞추어 좌표로 전환해

마우스 움직임을 제어하며 [그림 8]과 같이 확인할 수 있

다. 이전 좌표를 기준으로 50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곳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곳을 2초 응시하면 해당

좌표를 클릭하고 [그림 9]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시선 이동 인식 (좌)

[그림 9] 시선추적 값을 통한 마우스 제어 (우)

3.2.3 키오스크 UI

PyQt를 이용해 키오스크의 UI를 구축한다. PyQt는 C++

의 Cross Platform GUI Framework인 Qt의 레이아웃에

Python 코드를 연결하여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Framework이다.

본 시스템의 UI는 메인화면, 주문목록 화면, QR 코드 인

식화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인 화면(Base Window / main_window)은 [그림 10]과

같으며, 카테고리 선택 및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다. PyQt의 경우 메인에서 최초로 실행된 창이 종료될 시

다른 창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므로

메인화면(Base Window)은 결제가 완료되어도 초기 상태로

돌아갈 뿐 종료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실행된다. 메인 화면

이후의 창들은 모두 메인화면에서 주문을 담는 Table

Widget을 변수로 받아 그 값을 사용 하며, 이를 토대로 포

인트 적립 및 영수증을 출력한다. 이 때문에 메인 화면을

Base Window로 둔다.

주문목록 화면(order_window)은 [그림 11]과 같으며, 메

인 화면의 Table Widget 목록을 크게 확인할 수 있다. 각

메뉴버튼들을 2초 이상 응시함으로써 테이블에 담긴 메뉴

의 개수를 하나씩 차감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 키오스크 메인화면 (좌)

[그림 11] 주문 목록화면 (우)

QR 코드 인식 화면(QRcode_window)는 [그림 12]와 같

으며, 전용 QR 코드 어플리케이션의 QR 코드를 카메라에

인식한다. 그 다음이미지 디코딩 및 데이터 전송의 과정을

거쳐 캡쳐 쓰레드를 종료한다. 이후 Firebase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에 포인트를 적립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그림 13]과 같이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을 출력하고, 영

수증을 출력한 후 초기화면으로 돌아간다.

[그림 12] QR 코드 인식 화면 (좌)

[그림 13] 결제 완료 화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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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평가

[그림 15] Eye-Tracking 성능 실험

[그림 15]와 같이 키오스크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① 사용자 인식 실험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

었을 때 키오스크 시스템의 동작 여부), ② Eye-Tracking

실험 (사용자의 시선에 따른 정확한 동작 여부) 에 대해

실험했다.

① 사용자 인식 실험

사용자 인식기능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 거의 100%의 인

식률을 이끌어 냈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인식이

불가하다는 점을 도출했다.

② Eye-Tracking 실험

Eye-Tracking (%)

1 2 3 4 5

A 92 95 91 92 91

B 93 91 90 94 93

C 95 93 91 95 94

D 94 90 95 90 94

E 91 93 94 93 90

[표 3] Eye-Tracking 실험 결과

Eye-Tracking의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사용자가

시선을 이동하여 마우스 커서가 목표 까지 지정될 때 까지

의 동작을 실험했다. 5명의 패널에 대해 5번의 실험을 진

행했으며 사용자의 눈이 깜빡이는 것과는 관계 없이 시스

템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패널마다 인식률에

미비한 차이가 있으나 평균 인식률 93%를 달성함으로써

키오스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Haar Cascade 알고리즘을 이용한 사용자

얼굴 인식, Eyetracker를 이용한 Eye-Tracking 기술을 융

합하여 직접적인 터치 없이 동작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현해보았다.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할 때 에러율이 현재

미비하지만, 최상의 인식률을 이끌어내기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얼굴에 대한 데이터셋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키오스크 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이나 알츠하이머

환자, 파킨슨 병 환자 등이 최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실시간 객체 탐지 알고리즘인 YOLO를 사용

하여 실시간 검출을 통해 마스크 착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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