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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최근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구 및 보조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사

람들의 이동을 돕는 지능형 휠체어 (IW :Intelligent Wheelchair) 이 개발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능형 휠체어(IW)란 전동 휠

체어에 컴퓨터나 센서 등을 부가하여 지능적으로 동작하는 휠체어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개발 되어야 한다. 

하나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navigation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에 맞추어 휠체어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

용자들에게 최소의 얼굴 및 입의 움직임만을 이용하여 휠체어를 제어 할 수 있는 비장치 기반의 효율적으로 적응적인 인터페이스

를 제안 한다. 

 Ⅱ. 제안된 방법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을 위한 지능형 휠체어의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전

동휠체어의 조이스틱을 사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이동성을 보장하여 독립적인 삶

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의 얼굴 각도를 인식하여 휠체어의 회전을 수행하고 

입 모양을 인식하여 휠체어의 전진과 정지를 수행한다. 이러한 얼굴 특징을 인식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은 얼굴 특징 검출기, 

얼굴 특징 인식기, 전환기로 구성 된다. 제안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1과 같다. 얼굴 특징 검출과 인식 결과는 아래의 

그림2에서 보여 진다. 

  

 얼굴특징검출기

 얼굴 특징 검출기에서는 휠체어 앞의 카메라를 통해 사용     

 자의 얼굴 영상이 들어오면 얼굴 특징 검출기는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먼저 검출한 후 에지 정    

 보를 이용하여 입 영역을 검출한다. 

  

 얼굴특징인식기

 얼굴특징 인식기는 검출된 얼굴의 특징들을 인식한다. 얼굴   

 특징 검출기에서 얻어진 얼굴 영역을 기반으로 얼굴의 각     

 도와 입 모양을 인식하며, 얼굴 각도의 인식을 위해          

 statistical analysis를 이용하고 입 모양의 인식을 위해서      

 Template matching을 이용한다. 

 

 전환기

 전환기는 사용자의 얼굴과 입 모양의 움직임을 휠체어의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제안된 지능형 휠체어는   

 조이스틱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이용하여 제어하기 때문에     

 얼굴의 특징으로 휠체어를 제어 하기 위해서는 조이스틱과    

 컨트롤러를 연결해 주는 커넥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환기   

 로 데이터 수집보드 (SDQ-DA04EX)를 이용하였다. 

그림1.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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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Time(m/s)

Face 

Detection

Mouth 

Detection
Total

실내 45 15 60

실외 47 18 65

        

  

    (a)    (b)

그림2. (a) 얼굴특징검출결과 (b) 얼굴특징인식결과 

Ⅲ. 결과 

           표1. 각 모듈의 처리 시간(.ms)

표1은 제안된 시스템의 각 모듈에 걸리는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이  

시스템에서 얼굴과 얼굴 특징 영역의 검출은 초기 프레임에서만 이

루 어 지고 이후 프레임에서는 얼굴 특징만이 추적된다. 만약 사용

자의 큰 움직임으로 인하여 검출된 특징을 놓치게 될 경우 검출 모

듈이 동작된다. 그림3은 얼굴 방향과 입 모양 인식을 통해 제어되는 

지능형 휠체어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의 얼   굴 각도를 인식하여 인터페이스의 좌, 우 버튼을 클릭

하고 “Go”를 수행하는 입 모양을 인식하여 인터페이스의 전진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Uhm” 을 수행하는 입 모양을 인식하여 

정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며, 클릭된 결과들은 전환기로 들어가 휠체어의 모터를 제어함으로써, 각 명령에 맞는 휠체어의 움직임

이 수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과 입 모양을 이용하여 휠체어를 제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하

기 위하여 34명의 다양한 사용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지능형 휠체어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실험 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의 장애 유

무와 다양한 환경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서 지능형 휠체어의 인터페이스로서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실험 결과는 

제안된 시스템이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a)       (b) (c)      (d)

그림4. 지능형 휠체어 실험 결과 (a) 전진 (b) 정지 (c) 왼쪽회전 (d) 오른쪽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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