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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환경의 개선과 의술의 급속한 발달은 100세 

시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상

당수의 국가가 빠르게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은 곧 불편과 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스스로의 힘으

로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동을 보

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전동휠체어는 수

동휠체어 조작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배터리를 탑재하고 제어기의 조작

으로 조향이나 주행을 조정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전동휠체어는 사용자의 세밀하고 정확한 수준의 제

어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감각 능력이

나 조작 능력의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편안한 사

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

한 기능을 갖춘 진보된 지능형 전동휠체어가 개발

되고 있다.

진보된 기능을 가지는 전동휠체어는 기존의 조

이스틱을 사용한 단순한 피드백 제어기 대신에 학

습과 판단 등의 지능 알고리즘을 구현한 제어기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프로세서의 성능이 크게 향상

되면서 영상처리 기반의 알고리즘 등이 쉽게 구현

되고 있다.

Prassler 등은 행동이 제약된 사람들의 이동성 

강화와 자율 및 독립성을 제공하는 로봇식 휠체어

를 소개하였다 [1]. 넓고 혼잡한 지역에서의 자율 

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WAN (Wide Area 

Navigation) 제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 제어 

레벨, 전술 레벨, 전략 레벨로 구성된 계층적인 주

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 Lankenau 등은 공유 제어 

시스템으로 장애물 회피, 구동과 경로계획 등을 구

현하는 Bremen 자율주행 휠체어를 제시하였다 

[2]. Kim 등은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휠

체어 시스템의 자율주행을 위한 효율적 실시간 제

어 소프트웨어 구조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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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Description

Max load 100 [kg]

Max speed 12 [km/h]

Motor DC 24 [V], 500 [W]

Length × Width 1,168 [mm] × 650 [mm]

Battery 12 [V] / 62 [Ah]

Driving range 25 [km]

표 1. 적용 전동휠체어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electric wheelchair

여기서는 모터제어, 위치 추정 및 장애물 인식이 실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Heo 등은 QR code 

기반의 실내 경로 계획에 대한 향상된 방안을 제시

하였다 [4].

사물인터넷 (IoT), 머신비전, AGV (Automated 

Guide Vehicle) 등 로봇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기술들을 적용시켜 GPS를 이용한 실외 자율

주행, 3D 카메라를 이용한 실내 맵 빌딩, 장애물 인

식, 최적 경로 설정 등의 기능을 적용한 휠체어 [5] 

및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도 널리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고성능의 기술들을 적용한 전동휠체어

는 기술적 수준, 완성도, 기능성 등은 매우 훌륭하

지만, 고가이며 유지 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시장 형성 및 확대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휠체어의 향상된 기능성과 

시장 확대 등의 여러 가지 현황을 고려하여 QR 

code를 이용한 자기위치 인식 기반의 자율주행 기

능을 가지는 전동휠체어 플랫폼의 설계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대

하여 기술하고, 제3장에서 QR code 기반의 자기위

치 인식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자율 주행

을 위한 구현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제5장과 제6장

은 각각 제안한 방법의 주행 성능 시험과 그 결과 

그리고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효과 분석과 추후과

제 등을 제시한다.

Ⅱ. 자율 주행을 위한 시스템 구성

전동휠체어는 사용자의 손 등으로 동력을 제공

해야하는 수동식 휠체어와는 달리 전기 배터리의 

전력으로 모터를 구동하여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for autonomous 

driving system 

로, 스스로 조작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등에 의해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전형적인 전동휠체어는 왼손 및 

오른손 부분에 조이스틱 혹은 스틱 바가 준비되어 

사용자의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조향, 속도 등을 쉽

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본 논문에 적용할 

전동휠체어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전동휠체어의 자율주행을 위한 플랫폼은 그림 1

과 같이 제어부, 구동부, 인식부로 구성하였다.

주제어부는 자율 주행을 위한 전체 시스템의 제

어를 담당하며, ST사의 STM32F107VCT6 

Cortex-M3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였다. 그리

고 주행, 위치 인식, 장애물 감지, 조이스틱을 이용

한 수동조작 등의 각 장치간 통신은 CAN 프로토콜

을 이용하였다. CAN 통신은 차동신호기반의 통신

으로 외부 잡음에 강하며, 멀티 마스터 또는 멀티 

슬레이브 구성이 가능하다.

전동휠체어의 구동부는 BLDC 모터, 구동기, 제

어기, 엔코더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모

터의 토크 향상을 위하여 바퀴를 직결하는 대신에 

100:1 감속기를 적용하였다.

모터 구동기는 BLDC 모터를 구동할 수 있도록 

3상 (U, V, W) 출력과 속도 제어를 위해 BLDC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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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QR code 및 파인더 패턴

Fig. 2 QR code and its finder patterns

터 내부에 위치한 Hall 센서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 모터 제어부는 바퀴에 장착된 엔코더

로 부터 신호를 받아서 제어하도록 하였다.

인식부는 주행선, 장애물, 자기위치 인식을 위한 

센서로 구성하였다. 주행선 인식을 위해 Hall 센서

를 사용하였으며, N/S극 모두 입력이 가능하다. 센

서 신호를 ADC를 이용하여 입력 받은 후 이를 2진

화한다. 주 제어기에서 2진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

행선의 방향을 인식하고 다음의 이동 방향을 결정

하도록 하였다.

주변의 장애물 감지를 위해 발판 아래의 좌우에 

각 4개의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였다.

Ⅲ. QR code 기반의 자기위치 인식

자기위치 인식을 위한 유용한 방법들이 널리 알

려져 있으나, 여기서는 카메라 기반의 영상처리 알

고리즘으로 구현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기 위치

를 인식하는 방법은 STARGAZER [6] 이용하여 랜

드마크를 인식하는 방법과 카메라로 QR code를 인

식하여 자기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STARGAZER를 이용하는 방법은 카메라, 조명, 

유용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이 모두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지만 천장 높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전시관 등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구

조적으로 벽면에 부착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QR code를 이

용하여 자기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림 3. 파인더 패턴을 이용한 방향 유도

Fig. 3 Direction derivation using finder pattern

QR code는 가로 배열의 20글자 정도의 정보만 저

장할 수 있는 바코드와 달리, 가로, 세로를 활용하

여 숫자는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 정

도를 저장할 수 있는 2차원적 구성이어서 긴 문장

의 인터넷 주소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을 모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훼손 등

에 강하기 때문에 데이터 복원력도 높다 [7].

본 논문에서는 QR code에 위치 정보 인식을 위

한 주요 위치 정보를 저장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동휠체어의 자기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전동 휠체어가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영상획득 → 영상왜곡제거 → QR 

code 인식 → Finder Pattern 검출 → 회전 각도 

계산 → 현재 위치 및 회전 계산 

영상 획득은 Point Grey 카메라를 사용하여 

Gigabit Ethernet과 Point Grey Library를 통해 영

상을 캡처하는 과정이고, 영상 왜곡 보정은 렌즈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 왜곡을 보정하는 과정이다.

QR code 인식은 그림 2와 같이 OpenCV 

library와 Zbar library를 사용한다. 파인더 패턴은 

OpenCV 내 finderContours 함수를 이용하여 사각

형의 외곽선 검출을 통해 인식한다.

회전 각도는 먼저 finderContours를 이용하여 

검출한 3개의 파인더 패턴과 각각의 좌표를 획득한 

후 3개의 파인더 패턴 위치를 기준으로 현재 전동

휠체어가 얼마나 회전하였는지를 계산한다. 그림 3

과 같이 파인더 패턴 2개의 중심점을 지나는 선분

과 이미지의 수평선을 지나는 선분이 이루는 각으

로부터 계산된다. 즉 자기위치의 중심점에서 얻어지

는 수평선인 (a)와 두 중심점을 지나는 선분 (c), 그

리고 이 둘을 연결한 수직선 (b)로부터 직각삼각형

의 회전각을 얻을 수 있다.

즉, 전동휠체어의 현재 위치는 다음의 과정으로 

결정된다. 먼저 QR code의 영상과 좌표를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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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행선 인식 모듈

Fig. 4 Sensor module for guideline detection

후, OpenCV 내 finderContours 함수를 이용하여 

파인더 패턴을 검출한다. 그리고 나서 QR code 영

상이 화면 중앙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QR code

를 획득한 영상의 좌표와 중앙 좌표와의 차이를 계

산하여 현재 위치를 결정한다.

Ⅳ.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구현

자율 주행을 위한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으

며, [8]에서는 전시장의 안내를 담당하는 로봇의 

경로 탐색을 위한 보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9]에서는 퍼지 추론을 이용하여 양 극성을 가지는 

자기 안내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구성을 간단하게 하고, 

경로 인식 속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바닥에 부착한 

자기 테이프 라인을 인식하면서 주행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바닥에 부착된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는 

방식은 주로 무인운반차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이 우수하다. 그러나 바닥에 유도선을 

설치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유도선은 N/S극을 가지는 자기테이프를 사용하

며, 이를 인식하기 위해 Hall 센서를 가로로 배치한 

모듈을 설계하여 적용한다.

주행선은 폭 50 [mm], 높이 2 [mm]의 N/S 극

성을 가지는 자기 테이프를 사용한다. 주행선은 10 

[mm] 높이에서 측정 하였을 경우 N/S 극에서 각

각 100 [Guass]가 측정된다.

주행선 인식 모듈은 그림 4와 같으며, ±200 

[Guass]를 측정 가능한 Hall 센서 16개를 가로로 

배열한 모듈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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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행선 인식 예

Fig. 5 Driving patter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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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선 인식 모듈로부터 얻은    ⋯   

값과 기준값인   ⋯  값을 비교하여 전동

휠체어의 방향   와 각 바퀴의 회전속도  

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주행선의 가로 폭은 50 

[mm]이고 홀 센서는 10.16 [mm] 간격으로 배치

하였다. 따라서 정중앙 4개의 센서가 인식된 경우 

좌우의 여유폭을 포함하여 50.8 [mm] 크기의 자

석테이프를 인식하게 된다. 이것을 기준값으로 설

정하였다.

그림 5 및 식 (2) 주행선 인식 예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는 주행선 인식 모듈과 기준값이 일

치하기 때문에 각 바퀴의 회전속도   이 동일

하게 되어 직선으로 주행한다.

그림 5와 달리 1개 이상의 비트가 차이나면 

의 값이   값보다 커서 회전을 하게 된다. 만약 

식 (2)    ⋯  의 값이 정보가 없거나, 3개

의 비트 이하가 들어오면 탈선으로 인지하고 주행

을 중지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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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험 환경

Fig. 6 Test environment

   ⋯ 

 
(2)

   ⋯ 

 

총 인식시간은 다음의 식 (3) 및 (4)에 의해 결

정된다.

   
  



    

   

(3)


  



  

  

(4)

  는 주행선 인식 모듈에 사용된 ADC의 샘

플링 시간에 의해 결정되고, 는 사용된 MCU의 

연산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행선 인식 모

듈의 총 인식 시간은 120 [μs]가 된다.

적용된 전동휠체어의 속도는 식 (5)에 의해 결정

된다.

 


×  (5)

여기서 D와 N은 각각 전동 휠체어의 바퀴 지름

과 바퀴의 분당 최대 회전수를 나타낸다.

제어부는 주행선 인식모듈, 자기위치, 장애물 인

식 결과를 이용하여 전동휠체어의 이동 방향을 

Trial No.

Description
1 2 3 4 5 AVG

Straight line [cm] 7 7 5 5 6 6.0

45° line [cm] 9 5 4 7 6 6.2

표 2. 10 [m] 왕복 주행 시험 결과

Table 2. Results of 10 [m] driving test

결정한다. 전동휠체어의 제어 및 총 연산 시간은 초

음파 센서 및 주행선 인식 센서 등의 반응시간 등

에 의해 결정되며, 본 시스템에서는 약 15.6 [ms]

이다.

전동 휠체어가 최대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 초당 

2.36 [m] 이동하며, 설계된 시스템은 초당 64번의 

연산을 통해 전동휠체어를 제어한다.

Ⅴ. 성능 시험

제안한 전동휠체어의 성능 시험을 위하여 시작

점에서 종료지점까지 이동 한 후 다시 복귀하였을 

때 오차를 측정하는 시험을 반복 수행하였다. 시험 

환경은 직선 주행과 곡선 주행을 모두 포함하도록 

그림 6과 같이 구성하였다.

성능 시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는 10 [m]

거리에서 5회의 왕복 이동을 시험한 결과이다. 표 

2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직선 및 45° 주행에서 평균 

오차는 6 [cm]내외로 매우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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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도선을 이용한 주행과 QR 

code를 이용한 자기위치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상

대적으로 저렴한 전동휠체어용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특히 별도의 맵 빌딩과정이 없기 때문

에 시스템 구성의 복잡성과 비용도 절약 할 수 있

었다.

주행선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자동 

정지하게 하였고, 자기위치인식을 통해 현재 위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조작미숙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위치 및 주행선을 인식할 수 

없는 환경일 때는 수동조작을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재는 1개의 주행선 인식 센서 모듈을 사용함

으로써 직선, 45°, 30°의 주행선만 인식 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으나, 추후 곡선, 원형 등 다양한 주행

선에 대한 빠른 인식과 탈선 방지 보장을 위한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QR code 기반의 자기위

치 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 및 실험을 통

하여 전동휠체어의 자기위치에 대한 정밀한 실시간 

인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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