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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 환자는 뇌의 손상에 의해 근육이 

제어 되지 못하여 기하적 형태로 변형되어 

굳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용빈도가 많은 팔은 

어깨부터 팔꿈치를 거쳐 손목,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뇌졸중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구부러지며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굳어진 관절과 근육은 재활운동을 통하여 회복 

될 수 있고, 이 재활운동은 재활전문의사 및 

치료사가 하루에 2 번정도, 한번에 약 

30 분정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뇌졸중환자의 

재활운동을 담당하기에는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환자의 

재활운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활로봇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재활로봇은 사람의 손목관절, 

팔꿈치관절, 어깨관절이 부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즉 안전을 위해 운동시 각 부위에 

가해지는 힘과 움직이는 위치를 측정하고, 그 

값들을 이용하여 제어되어야 한다. 손목 굽힘 

재활로봇에서 손목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x, y, z 방향의 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다축 힘센서가 필요하다. 또한 힘센서의 

값을 측정하고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와 제어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손목 굽힘 재활 로봇이 

손목재활을 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로봇의 힘, 회전범위 등을 제어 할 수 있는 

제어방법을 적용하고 폐루프를 제어를 

구성하여 그 특성을 확인한다. 

 

2. 센서의 제작 및 제어장치 설계 
 

뇌졸중환자의 손목을 굽힐 때 손목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기 위한 3 축힘센서의 

구조를 Fig. 1 과 같이 제작하였다.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3 축의 힘을 동시에 측정하여 

손목 굽힘 운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센서의 정격 

용량을 각각 100N 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유한요소법으로 해석을 실시하였고, 해석결과 

최대오차 3.5%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오차는 감지부의 두께를 0.1mm 단위로 

증감하였기 때문이다. 

 

 

Fig. 1 Picture of three-axis force sensor 

 

제어 장치는 3 축 힘센서에서 발생하는 세 

방향의 힘센서 출력을 동시에 측정하고, 

로봇의 동작을 제어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이용하여 

고속연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12bit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이용하여 3 축 힘센서를 

손목 굽힘 재활 로봇의 폐루프 제어 특성 

Close-loop Control Characteristics for Wrist bending 

Rehabilitation Robot 
*김현민 1

, 
#김갑순 2

, 김용국 3
, 홍태경 4

, 남광우 5
 

*H. M. Kim
1
, 

#
G. S. Kim(gskim@gsnu.ac.kr)

2
 , Y. G. Kim

3
, T. K. Hong

4
, G. W. Nam

5
 

1-5
경상대학교 제어계측공학 

 

Key words : Close-loop control, Wrist bending force, rehabilitation robot 
 

102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측정한다. 또한 통신을 통해 현재 제어상태를 

표시 할 수 있도록 RS232 통신을 사용하였다. 

모터는 Maxon 사의 EC-4pole 30 을 사용하였고, 

pulse-direction 방식을 이용하여 구동하였다. 

안전을 위하여 위치제어방식과 힘제어방식 

2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혼합제어 방식을 

사용하였다.  

 

3.제어 특성 실험 
 

재활 치료사가 뇌졸중 환자의 굳어진 

손목의 유연성 운동을 할 경우에는 손목을 

일정한 힘으로 좌우로 반복적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재활 로봇도 

치료사와 마찬가지로 팔을 판에 고정하고 

손목에 일정한 힘을 가하여 눌러주는 동작을 

실시한다. 재활 로봇은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위치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한정하고, 그 안에서 굳어진 

손목을 눌러 치료사가 손목재활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제어를 

하도록 구성하였다. 

재활로봇의 제어 방법은 안전을 위하여 

위치제어방식과 힘제어방식 2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혼합제어 방식을 사용하였다. 힘제어 

방식은 센서를 통하여 재활 로봇이 손목을 

눌러줄 경우 손목에 주어지는 힘을 측정하고 

이 힘은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치료사가 손목을 

눌러주는 것과 동일 한 효과를 얻도록 하였고,  

위치 제어를 통하여 현재 손목의 각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에 환자가 

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Fig. 2 Graph of PI control 

 

다른 gain 이 주어지지 않은 로봇의   

힘제어에서 제어의 결과가 안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지글러-

니콜 계수 조정범에 의해 PI 게인을 적용 

하였고, Fig 2 에서와 같이 안정된 값으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손목굽힘 재활로봇이 

손목재활을 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로봇의 힘, 회전각도 등을 제어 할 수 있는 

제어방법을 구상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재활 치료사가 뇌졸중 환자에게 실시하는 재활 

모션을 동일 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힘제어와 위치제어를 동시 할 수 

있는 혼합제어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힘제어에 PI gain 을 적용하여 그 결과값을 

안정 시켰다. 제어특성을 확인한 결과, 손목 

굽힘 재활 로봇의 제작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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