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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Motion Range   of motion

Shoulder   Joint

Flexion 0°~180°

Extension 0°~50°

Abduction 0°~180°

Adduction 180°~0°(0°~75°)

Internal Rotation 0°~90°

External Rotation 0°~90°

Elbow   Joint
Flexion 145°~0°

Extension `0°~145°

1. 서론

최근 로봇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의 

근력증강이나 근력을 보조하는 등 특수한 목적에 맞는 로봇의 

개발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착용형 로봇이란, 사람에

게 직접 외골격 형태의 로봇 기구를 입혀 인간의 행동을 보조하거

나, 인간의 능력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로봇을 

말한다. 이러한 착용형 로봇은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용 로봇과 약자의 재활 및 보조용 로봇이다. 군사용 

로봇의 대표적인 연구는 미국의 H. Kazerrooni가 BLEEX를 1990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 로봇은 특정한 환경에

서 인간의 기계적인 힘을 증폭시켜 준다. 이는 인간이 내기 불가능

한 크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약자보

조용 로봇의 경우, kawamoto. H. e등의 여러 일본 학계의 연구자들

은 약자들이 안정된 보행자세로 스스로 걷고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도록 보조하는 Power Assist Suit HAL (Hybrid Assist 
Leg)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근력이 약한 노인 및 장애인

을 위한 상지의 어깨 및 팔꿈치 관절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상지의 보조 및 재활에 목적을 두고 착용형 로봇을 디자인하였다.

Fig. 1 Trend of Wearable Robot (MGA, HAL, SACOS)

2. Human ROM & Link Design

인간의 어깨관절 및 팔꿈치 관절이 운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위와 같다.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의 최대 각도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며 상지의 Scapular에 의한 상하운동 및 

팔꿈치 관절의 pronation/supination은 제외하였다. 어깨 관절의 

extension/flexion, abduction/adduction, internal/external rotate -on 
운동과 팔꿈치 관절의 extension/flexion운동만 고려하여 하드웨

어를 디자인하였다.

Table 1 ROM(range of motion) of Upper Extremity

인간의 어깨 관절은 3자유도 볼&소켓 조인트(ball & socket 
joint)의 형태로 되어있다. 인체 상지 어깨관절의 메커니즘을 

모방한 로봇 메커니즘 설계를 위해 외골격 회전 중심축을 어깨 

조인트 회전 중심축과 일치하도록 설계 하였으며, 사람의 상지 

거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각 구동부는 어깨 조인트를 중심으

로한 구의 표면에 접하도록 하여 어깨를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하

였다. 

3. Detail Design

Fig. 2 Concept Design

팔꿈치 관절의 구동은 extension/flexion의 1자유도만을 고려하

였으며, 보조기에 구동기를 부착하여 원활한 움직임과 착용성의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팔꿈치의 pronation/supination은 다른 움직

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조기 내에서 Passive한 운동으로 

정의하였다. 팔꿈치 관절은 움직일 수 있는 최대각에서 여유를 

두어 120 °의 관절각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어깨 관절의 구동은 인간의 ROM을 고려하고, 여유자유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깨관절의 움직임의 다양한 동작을 원활하

게 구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어깨 관절의 ROM을 고려하

여, extension/flexion, abduction/adducti on, internal/external rotation
의 동작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구동부의 방향을 

설정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링크들이 회전할 때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착용성 및 사람의 상지 관절의 

ROM을 고려하여 로봇과 인간의 Interface 부분의 위치와 방위의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각 회전축간의 각

도를 정하였다.

Fig. 3 Shoulder Par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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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function : 

        (1)  
  

Subject to : 

(2)

4. Actuator & Link Design

구동부의 크기와 중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Flat 모터를 사용

하였으며, 토크를 향상 시키고 백래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하모닉 드라이브를 사용하였고, 중심축과 외경에 이중으로 베어

링을 사용하여 하모닉드라이브의 구동축 편심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또한 각 프레임들은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중량을 최소화 하였다. 링크는 기본적으로 어깨 조인트

를 중심으로 한 구의 표면에 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 구동부

들 사이의 간섭을 최소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링크는 

구표면에 구동부의 크기만큼의 간격을 갖고 구에 접하게 위치하

고 있다. 또한 어깨의 외골격 부위와 팔꿈치의 외골격 부위를 

결합함에 있어 사람의 관절 길이를 고려하여 미끄럼 조인트(sling 
joint)를 사용하여 길이를 조절 할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5. Experimentation

위의 디자인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한 하드웨어를 실제로 

제작하여 관절의 운동각에 대한 실험을 실시 하였다. 우선 팔꿈치 

관절의 모터를 구동하여 팔꿈치 관절의 extension/flexion 동작을 

실행 하였을 때 하드웨어적인 제한 각도인 120°내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어깨 관절의 경우 어깨 조인트를 

중심으로 한 구의 아래쪽 1/8 면에 작업공간이 위치하며 실제로 

모터를 구동하여 확인 하였을 때, 설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원활한 

동작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업공간 내에서 임의 

경로(Trajectory)를 지정하고, 경로를 따라 로봇이 움직일 때의 

각축의 회전각을 산출하였다.

Fig. 4 Motion Experimentation for Shoulder

위의 그래프와 같이 각 궤적을 따라 로봇이 움직일 때 각 

회전각도가 산출 되었다. 여자유도의 구동부를 가진 디자인으로 

의사역행렬(Pseudo-Inverse Kinematics)로 계산한 결과이며, 작업

공간의 끝단에 각기 3개의 점를 지정하고, 각 점에 따라 목표점과 

현재점 사이의 벡터를 미소변위량으로 대입하여 계산된 각도의 

미소변화를 현재 각도에 합하여 얻어진 각도값으로 각각의 그래

프의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는 동일하다. 특이점(Singular Point)으

로 찾을 수 있는 점들의 각 변화량을 살펴보면 계산횟수당 ±0.05° 
내로 발산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 Angle Variation

6. 결론

본 연구는 로봇이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의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어깨의 각 회전축이 어깨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하였으

며, 팔꿈치 관절의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어깨와 팔꿈치 관절의 

거동보조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앞으로 제작된 하드웨어에 

프로그램 제어를 통해 어깨 관절 구동부의 각도를 제한하고 

인체 상지의 동기신호를 생성하여,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며 노약

자의 근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로봇의 알고리즘을 개발 할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고기능 로봇 매니퓰레이션 연구센터를 

통한)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융복합형로봇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참고문헌

1.  Jang, H. Y., Han, C. S., Kim, T. S., Jang, J. H. and Han, J. S., 
“Development of Wearable Robot for Elbow Motion Assistance 
of Elderl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Vol. 25, No. 3, pp. 141-146, 2008.

2.  Ito, K. and Matsuno, F., “Application of reinforcement learning to 
hyper-redundant system Acqusition of locomotion pattern of snake 
like robot,” The Pacific Asian Conference on Intellgent Systems, 
pp. 65-70, 2001.

3.  Lee, Y. S., Jang, H. Y., Hong, S. J., Jang, J. H., Han, C. S. and Han, 
J. S., “Design of Wearable Robot Mechanism Simulating Shoulder 
Joint,” Domestic Conference on KSME 08BE134, pp. 293-294, 
2008.

4.  Lee, H. D., Yu, S. N., Lee, S. H., Jang, J. H., Han, S. S. and Han, C. 
S., “Development of Command Signal Generating Method for 
Assistive Wearable Robot of the Human Upper Extremity,”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Engineering 
(ICROS),Vol.15,No.2,pp.176-183,2009.

5.  Peng, P., Lynch, K. M., Peshkin, M. A. and Colgate. J. E., “Human 
Interaction with Passive Assistive Robots,” IEE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habilitation Robotics, pp.264-268, 2005.

6.  Kazerooni, H. and Mahoney, S. L., “Dynamics and Control of  Robotic 
System Worn by Humans,”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pp.2399-2405,1991.

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