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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루게릭병이란 운동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되
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일 년에 
10만 명당 약 1~2명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몸을 못 움직이고 의사소통을 못하는 
루게릭병 환자들이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눈동자를 추적해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눈동자가 어느 
시간 에 움직였는지에 따라 문자가 결정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눈동자가 움직인 방향에 의
해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용자의 눈의 피로를 덜
어줄 수 있고 사용자가 움직임이 더욱 제한되었
을 경우에 하나의 입력 신호로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눈이 피로하지만 문자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인 시스템을 만
들기 위하여 SoC(system-on-chip)칩을 사용하고, 

눈동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한다. 

SoC는 한번 설계해 놓으면 생산 및 조립 비용이 
타 하드웨어보다 저렴하다. 본 논문에서는 Soc 

기반의 눈동자 움직임에 따른 의사소통 시스템 
구현에 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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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FPGA를 이용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 동공을 추적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OpenCV를 이용한 얼굴 및 눈동자 추적과 DE1-SoC보
드를 이용하여 눈의 움직임 검출과 문자를 출력한다. 본 논문에서는 웹캠을 사용하고 눈동자를 추적하
고 눈동자의 좌표 값에 따라 눈동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문자를 출력한다. 비
교적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업데이트 가능한 FPGA를 사용하고,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핸드폰으로 쉽게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system that enables pupillary tracing and communication with patients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who can not move free. Face and pupil are tracked using OpenCV, and eye 

movements are detected using DE1-SoC board. We use the webcam, track the pupil, identify the pupil's 

movement according to the pupil coordinate value, and select the character according to the user's intention. 

We propose a system that can use relatively low development cost and FPGA can be reusable, and can select a 

text easily to mobile phone by using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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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SoC에 기반의 눈동자 모션 인식에 따른 의사소
통 시스템[1-3]에 사용되는 장비는 그림 1-3과 같
다. 눈동자 모션인식 시스템을 제어할 FPGA 및 
Dual-core ARM Cortex-A9 프로세서가 장착 된 
DE1-SoC[4], 사용자의 얼굴 및 눈을 촬영할 카메
라인 C922 PRO Stream Webcam, 보드–휴 폰 
간 UART 형식으로 문자를 송수신하기 위한 블루
투스 모듈 HC-06이 있다.

그림 1. C922 PRO 그림 2. HC-06

그림 3. DE1-SoC

그림 4. 하드웨어 및 알고리즘 순서도

본 시스템 구성(그림 4)은 다음과 같다. 1) Linux 

환경에서 OpenCV를 통한 눈 영역 검출 및 이진화

를 하고, 2) FPGA에서 눈동자의 좌표를 설정하고, 

3) 눈동자의 좌표값에 기반하여 눈동자의 모션을 
인식한다. 4) 모션 인식한 결과에 따른 문자를 선
택하고, 5) UART형식으로 블루투스로 보호자 또
는 사용자와 화할 사람에게 휴 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또한 사용자 본인은 VGA를 통해 문자를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선택하게 된다.

1) 눈 영역 검출 및 이진화
눈 영역 검출은 쉽게 설계하기 위해서 OpenCV 

Library의 Haar feature-based cascade classifiers

를 사용한다. 이미 많은 이미지들이 학습되어 있
고, xml 파일을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
만, 눈 영역 검출하는 데 Cortex-A9 기준으로 프
레임이 낮기 때문에 눈 영역에 한 범위 좌표 값
을 구한 뒤, 그 범위 좌표에 있는 영상을 추출한
다. 사용자는 환자이므로 거의 움직임이 없다. 따
라서 실시간으로 눈 영역의 위치를 갱신할 필요
는 없다. 다만 본 보고서를 실험할 때 사람이 가
만히 있기는 어려우므로 수 초에 한 번씩 눈 영역
의 범위 좌표를 갱실할 필요가 있다.

이진화는 FPGA에서 처리 속도 향상과 Linux

에서 FPGA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적은 용량을 
사용하고,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이진화
는 특정한 임계값을 정하고 이미지의 화소 값을 
임계값과 비교해 작으면 0 크면 1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이때 눈동자는 짙은 검은색 또는 갈색
이기 때문에 임계값보다 낮고, 흰자는 핏줄이 보
이더라도 임계값보다 높기 때문에 눈동자와 흰
자가 뚜렷히 구별된다. 

그림 5. 이진화된 눈 영역 

그림 5와 같이 이진화된 눈 영상은 눈동자를 
제외한 양 옆부분에도 검은 색이 나타난다. 따라
서 정확한 눈동자 모션 인식을 위해 검은색 부
분의 좌표들의 평균 값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검
은색 부분을 제외시킨다. 동공 부분이 하얀 색을 
띄는 것은 밝은 조명 아래서 실행했기 때문이고, 

실행 환경에 따라서 동공과 홍채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2) 눈동자 좌표값 설정 및 모션 인식
그림 5와 같이 눈 영역이 눈동자처럼 원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 선을 따라서 좌, 우 
방향으로 모션인식을 한다. 좌, 우 모션 인식은 
중앙 좌표값을 기준으로 눈동자 위치를 판별해
야 한다. 

입력받은 이진화된 눈 영역 중에서 중심점은 
OpenCV의 눈 영역 검출을 시행할 때 흰자와 
눈동자의 화소 차이로 눈 영역을 검출하므로 눈 



- 698 -

영역 중심부와 눈동자의 중심부가 략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눈 영역 좌표 검출의 프레임이 
낮고, 눈 영역은 실시간으로 전송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FPGA에서 다시 중앙 좌
표를 인식해줄 필요가 있다. 이진화된 눈 영역의 
중심부는 Low bit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다. 

따라서 모든 비트를 XOR 연산을 실행한 후 
High bit의 좌표 값들의 평균으로 중심부를 구
할 수 있다. 중심부 좌표가 특정 경계선을 기준
으로 좌, 우로 갔으면 움직였다고 판단한다.

3) 문자 추출
시중에 나온 사지마비 환자를 위한 문자 선택 

방법은 기본 쿼티 키보드나 천지인 등 여러 가
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좌, 우 움직임으로 문
자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마우스처럼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다. 2가지 
입력으로 1가지 출력, 한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한글은 자모음이 점과 선으로 구성되는 특수
성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판을 구성할 수 있다. 

가장 표적으로 천지인이 있고, 환자를 위해 천
지인을 활용한 여러 자판들이 있다. 자판은 글자
를 입력하는 부분과 삭제나 전송하는 부분으로 
구성되며 4x4또는 4x5의 배열로 되어있다. 따라
서 좌우 움직임으로 행과 열을 선택해 해당 성
분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문자를 추출할 수 있다.

 

4) 인터페이스 출력
선택된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 UART 형식으로 

출력한다. 수신부에서 다시 문자로 쉽게 변환하기 
위해 한글을 유니코드로 변환한다. 유니코드는 
2byte이기 때문에 1byte씩 나눠서 순차적으로 출
력하고, 수신부에서 순차적으로 받아서 다시 한글
로 변환한다. 선택된 문자를 유니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SoC안의 ROM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보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VGA를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선택하고
싶은 문자 및 선택된 문자를 볼 수 있다. 선택할 
문자 테이블은 ROM에 저장되며 이미지를 
MATLAB으로 변환한 .mif 파일 형식으로 ROM

의 초기값으로 저장된다. ROM에서 나오는 이미
지 화소 값을 VGA의 타이밍 신호에 맞춰서 모
니터에 출력한다.

Ⅲ. 결  과

OpenCV로 얼굴 및 눈 영역을 검출할 때 
Detection time이 0.38~0.45 초가 나온다. 따라서 
실시간 눈 영역 검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한
번 영역을 검출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눈 
영역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 이진화된 영상
으로 모션 인식하는 것은 프레임 지연 없이 실
시간으로 가능했다. 다만, 실험 과정 중 메뉴판

을 보다가 눈이 의도치 않게 움직이므로 사용자
에게 화면과 적당한 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OpenCV가 정면 얼굴을 검출하므로 
카메라는 사용자의 정면에 놓아야 한다. 

그림 6. 눈동자 위치 추출 결과 화면

그림 7에서 보여진 것처럼 VGA 포트가 연결
된 모니터에서 6x5 표에서 선택된 행렬을 십자
가로 교차해 색을 변환하는 것으로 어느 곳에 
커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신호에 따라 행
과 열이 선택 되는 것은 지연없이 실행되었다.

그림 7. 사용자용 VGA 모니터 화면

Linux device driver를 이용한 Linux to FPGA 

전송 및 모션 인식은 구성 중에 있다. 

Ⅳ. 결  론

본 요약에서는 OpenCV와 FPGA를 활용하여 
눈 영역 검출 및 모션 인식을 통한 문자 출력을 
하였다. 이 시스템은 OpenCV 라이브러리를 통
해 쉽게 구현했고, FPGA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
을 갖추면서도 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시스템
을 구현했다. 카메라와 SoC 등의 장비 외의 추
가적인 장비 없이 가성비가 높은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사용자의 환경 특성상 추가적인 비용 지
출이 힘든데, 이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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