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권 제 권 제 호A , 36 9 , pp. 1017~1026, 2012 1017

서 론1.

세기에 들어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21

따라 신체노화에 따른 질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오십견은 노인 인구.

의 가 겪는 흔한 질병이고 오십견을 치료하80% ,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이 요구된다 문제는.

환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치료를 보조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

존의 치료방식은 치료사가 환자의 옆에서 직접

어깨를 움직여 주는 방법을 이용한다 만약 이를.

로봇으로 대체할 경우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사례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어깨 재

활에 대한 전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는 로봇

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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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오십견의 재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을 소개:

하고자 한다 개발된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구조적 특징으로써 로봇은. . ,

환자의 양쪽 어깨를 재활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롤 피치 요 축이 한 점에서 교차하도록 하여, ,

사람과 같은 볼 조인트 움직임을 기구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능적 특징으로써 로봇. , ,

은 두 가지 운동 모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모드는 관절재활모드로써 모션 캡처로부터 미리 얻어진

패턴대로 환자의 어깨를 운동시켜주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모드.

는 근육재활모드로써 환자의 움직임에 따라 로봇이 적절히 저항을 하여 근육을 강화시킨다 이 두 가지.

모드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서 오십견 재활 보조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로봇,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본 논문에 서술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exoskeleton-type robot is developed to assist frozen shoulder rehabilitation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manner for humans. The developed robot has two main features. The first is a

structural feature: this robot was designed to rehabilitate both shoulders of a patient, and the three axes of

the shoulder meet at one point to generate human-like ball joint motions. The second is a functional feature

that is divided into two rehabilitation modes: the first mode is a joint rehabilitation mode that helps to

recover the shoulder’s original range of motion by moving the patient’s shoulder according to patterns

obtained by motion capture, and the second mode is a muscle rehabilitation mode that strengthens the

shoulder muscles by suitably resisting the patient’s motion. Through these two modes, frozen shoulder

rehabilitation can be perform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patient’s condition. The development procedure

is describ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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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1)이 개발한 은 의 프Planar MEDARM MEDARM

로토 타입과 Scott
(2)이 개발한 의 디자인KINARM

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개선된 형태의 어깨재활로

봇이다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케이블을. 3 ,

이용하여 어깨를 재활한다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낮은 무게와 낮은 마찰력을 가진다 또한.

역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움직임에 로봇

이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다. Nef
(3)가 개발한

은 사람 팔의 움직임의 범위를 로봇이 재ARMin

현할 수 있도록 로봇의 자유도를 개를 주었다4 .

환자가 로봇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낮은

관성력과 마찰력을 가지고 백래쉬가 없다 또한 역, .

구동까지 가능하다. Tsagarakis(4)가 개발한 는pMA

인공 근육을 이용하여 개발한 어깨재활로봇이다.

무게가 가벼워서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사,

용자가 착용하기 편하고 운동 반경이 넓어서 인,

간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힘.

피드백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운동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앞에서 조사한 로봇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대

부분이 백래쉬가 없고 역구동이 가능하도록 로봇

의 기구부를 설계하였다 또한 어깨의 움직임을.

개의 자유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3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로봇들은 모두 어깨를 움.

직이는 것이 기구적으로 자유롭고 역구동이 가능

하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로봇들은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고 양팔의 이용,

이 불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 ,

스포츠 및 재활분야에 시도되고 있는 모션캡처기

술(5~7)을 어깨 재활에 응용하는 연구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었으며 대부분의 개발된 로봇들은 연,

구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를 하기에는 비

용이 너무 많이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오십견 재활 보조가 가능한 외골격 로봇을 개발

하였다 로봇의 이름은(Fig. 1). SRR(Shoulder

이라고 명명하였고 가지 주Rehabilitation Robot) 5

요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어

깨 재활 시 의료적으로 필요한 동작을 로봇이 그

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재활기관을.

통해 오십견 재활운동에 필요한 운동을 촬영하여

로봇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관절범위에 알

맞고 인간과 같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 두.

Fig. 1 Photograph of SRR(Shoulder Rehabilitation
Robot)

Fig. 2 2D CAD Dimensions of SRR

번째로는 어깨의 볼 관절 움직임을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양팔 모두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는 가상의 물리시스템을 설계하여 환자

의 선택에 따라 운동 저항 정도가 변화하여 근육

재활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사용자가 직접 로봇.

을 설정하고 스스로 로봇을 동작시킬 수 있다, .

운동을 사용자가 선택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설정이 끝나면 환자가,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리모컨 조작만으로 로봇

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환자의.

어깨 고정부에 열선을 설치함으로써 단순히 어깨

를 운동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열선을 통한 어깨

찜질을 함께 함으로써 보다 나은 운동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자세한 로봇 개발 과정에 대한 내.

용은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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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2.

기구부 설계2.1

전체적인 로봇의 구조는 프로파일로 제작된 밑

판과 기둥 그리고 어깨 관절 메커니즘으로 구성

된다 특히 어깨 관절 메커니즘은 롤 피치 요. , , ,

의 축이 한 점에서 만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3

어 사람의 볼 관절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참조(Fig. 3 ).

로봇의 운동 시 특정 위치가 환자의 몸에 닿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요 축이 회전할 때 롤 축이.

환자의 어깨에 닿을 수 있다 이는 요축과 롤 축.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길게 만들면 기구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여

편심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품의.

길이는 한국인의 치수에 맞추어 선정하였다.(5)

로봇을 설계할 때 필요한 수치는 머리높이 위,

팔길이 어깨너비가 있다 각 수치는 남성과 여성, .

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을 통해 계산하였

Yaw-Axis

Roll-Axis

Pitch-Axis

Y

Z
X

Fig. 3 3D CAD of shoulder joint mechanism

Fig. 4 Human arm's movable range on top plane
view

다 머리높이는 머리가 로봇이 회전 시 링크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상박길이는.

스탑 경첩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어깨너비는 로봇이 회전 시에 반대편 어깨에 부

딪힐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간섭을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

는 로봇의 롤 축이 좀 더 몸과 멀어져야 하는데

멀어질수록 착용했을 시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로봇의 회전관성이 커지므로 적절한 거리를 선정

하여 로봇을 설계하였다 참조 는(Table 1 ). Fig. 4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로써 요 관절의 범위가

∘로 가정했을 때 가 에 닿지 않도록 로봇A B

의 길이를 설계한 것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로봇에 사용될 구동기의 용량을 결,

정하기 위해 정적 및 동적 힘 해석을 수행하였

다 우선 사람과 로봇링크들의 무게 및 길이는. ,

와 같다 와 의 값을 토대로Table 2 . Length Weight

각 축에서 요구하는 최대 토크를 계산하였다 요.

관절과 롤 관절은 동적 힘 해석으로 최대 토크를

계산하였고 피치 관절은 정적 힘 해석으로 최대,

토크를 계산하였다 동적 힘 해석은 식 로 표. (1)

현할 수 있다.

max   max (1)

where  

 
max 

Table 1 Korean body size in age 50
(8)

Table 2 Dimensions and weights of human and
SRR

Part

Human SRR

Arm
Pitch

Link

Roll

Link

Yaw

Link

Weight
(kg)

3.2 1 3.3 3.4

Length
(mm)

700 580 110 360

Head to
shoulder
(mm)

Upper arm
Length
(mm)

Shoulder to
Shoulder
Length(mm)

Man 326 306 389

Woman 305 287 352

Average 315 29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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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토크는 관절이 사인형태로 움직일 때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max는 최대 토크이고, 는

질량관성모멘트이고,  max는 최대각가속도이며

는 관절의 구동주파수이다. 는 관절의 구동진

폭을 의미한다.

요 관절은 진동수를 로 두었고 진폭은0.5Hz

로 가정하였다 질량관성모멘트를 구하기 위.

한 질량은 으로 두었고 무게중심까지의 길10.9kg ,

이는 로 고려하였다 이 내용은 와0.36m . Fig. 2

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계산 과정은 식Table 2 .

에 나타내었다(2) .

max   max   (2)

롤 관절은 진동수를 로 두었고 진폭은1Hz 

로 가정하였다 질량관성모멘트를 구하기 위한.

질량은 으로 두었고 무게중심까지의 길이는7.5kg ,

로 고려하였다 이 내용은 와0.11m . Fig. 2 Table 2

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계산 과정은 식 에. (3)

나타내었다.

max   max   (3)

피치 관절은 수평방향일 때 가장 큰 힘을 받는

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였다 피치 관절의 무게.

는 로봇과 사람 팔의 무게를 합친 이고 무4.2kg ,

게중심까지의 평균 거리인 는 로 사람 팔0.35m

길이의 중간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는 중력가속

도로 을 단위로 사용한다 계산 과정은 식.

에 나타내었다(4) .

max max    (4)

모터는 급의 을 사용하였기150Watt Maxon RE40

때문에 토크상수는 이고 공칭전류는0.0302N·m/A ,

이다 감속비는 역구동이 용이하여 전류에5.77A .

의한 토크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로 맞추었53:1

다 참고로 역구동성이 높으려면 대략적으로. ,

이내의 감속비가 요구되나 모터의 토크 증30:1 ,

폭 및 외란에 대한 강건성을 위해 근처의50:1

감속비를 선택하였다 최대 허용 가능한 관절토.

크를 구하기 위해 공칭전류의 배를 순간 최대전3

류로 가정하고 토크상수와 감속비를 곱하면53:1

가 나오게 된다26.14N·m 이 수치는 각 축에서.

요구하는 토크 값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모터

가 세 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감속기는 백래쉬가 없으면서 높은 토크 전달율

을 가지고 있는 하모닉 기어를 선택하였다 그.

중에서 슬림하여 무게가 가벼운 타입을 선택FB

하였고 추후에 타이밍 풀리로 감속비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 감속비를 가진 모델로 선택80:1

하였다 각 관절의 최대 토크와 모터와 감속기의.

형번은 에 나타내었다Table 3 .

타이밍 풀리를 이용하여 배 가속을 함으로1.5

써 역구동이 용이하도록 로 감속비를 조절하53:1

였다 하모닉 기어의 최대허용토크인 가 각. 35N·m

관절에서 요구하는 최대 토크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토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모터와 감속기에 대한 내용은 에Table 4

나타내었다.

위에서 선정한 모터와 감속기로부터 설계한 상

세한 관절구조는 와 같다 기본적으로 입력Fig. 5 .

축과 출력축은 듀얼 베어링을 사용하여 축이 흔

들리지 않도록 하였다 모터가 타이밍 풀리를 거.

쳐 입력축을 회전시키면 입력축과 고정된 하모,

닉 기어의 웨이브제너레이터가 회전하여 입력축

과 출력축이 감속되어 상대회전운동을 하게 된

다 이때 각 축은 듀얼 베어링을 이용하여 양단.

을 고정시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Table 3 Requirement of torque for each joint and
product data

Part
Maximum
required

torque (N·m)
Motor

Reductio
n gear

Timing
pulley

Yaw 14.6

Maxon
RE40

FB20-80 1.5:1Roll 5.63

Pitch 14.41

Table 4 Motor and reduction gear
(9,10)

Motor Reduction gear

type
Nominal
Voltage
(V)

size
Reduction
Ratio

Allowable
maximum
momentary
torque(N·m)

RE40 24 20 8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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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oss section of joint structure

Fig. 6 Various parts in SRR

어깨를 고정하는 부분은 벨크로를 이용하였고,

어깨가 고정되는 부분에 열선을 설치하였다 인.

간 팔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팔꿈치 부분에 스탑

경첩을 이용하였다 사용자가 어깨를 고정한 뒤.

로봇의 시작과 정지를 제어할 수 있도록 리모컨

을 사용하였다 참조(Fig. 6 ).

2.2 제어 시스템

로봇의 제어기는 주제어기와 모터제어기로 이

루어져 있다 주제어기와 모터제어기 간의 통신.

은 을 이용하여 구CAN(Controller Area Network)

성하였고 로봇의 상태를 볼 수 있는, LCD Panel

만 통신을 사SCI(Serial Communication Interface)

용하였다 제어주파수는 를 사용하였다. 100Hz .

첫 번째 모터제어기는 로봇의 요 관절을 제어

하는데 사용되고 포토 인터럽트센서를 이용하여,

Table 5 Controller and sensor models

Part
Main

Controller
Motor

Controller
Photo
Sensor

Picture

Mmodel
TMS320
F2812

CUBE
DC2408-DID

EE-SX
911-R

Manufacturer
Texas

Instruments
Robocube
tech

Omron

Fig. 7 Control system of SRR

요 관절의 원점을 감지한다 두 번째 제어기는.

로봇의 롤 관절과 피치 관절을 제어하고 두 개의

포토 인터럽트센서를 이용하여 두 관절의 원점을

감지한다 로봇의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은. Fig.

에 나타내었다 주제어기는 를 사7 . TMS320F2812

용하였고 모터제어기와 통신을 통해 모터를, CAN

제어하고 로봇의 전반적인 작동 제어를 담당하,

고 있다 모터제어기는 로보큐브테크사의. CUBE

를 사용하였다 이는 급 모터DC2408-DID . 200Watt

를 개 제어할 수 있으며 주 제어기로부터 모터2 ,

의 위치 명령을 받아 실시간 위치제어를 수행한

다 또한 모터에 흐르는 상전류치를 주제어기로. ,

전송한다.

이외에도 포토 인터럽트 센서의 신호를 감지

하여 초기 위치를 설정한다 주 제어기와 모터제.

어기 포토 인터럽트센서의 모델은 에 나, Table 5

타내었다.

의 작동 흐름도는 과 같다 로봇작동SRR Fig. 8 .

을 시작하게 되면 변수와 모든 설정을 초기화한

뒤에 홈 검출을 통해 로봇의 기준 위치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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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기준 위치 설정이 끝나면 사용자가 통.

과버튼을 눌러 사용자 설정을 시작한다 사용자.

가 운동모드 관절재활근육재활 를 선택하면 관절( / )

재활과 근육재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목록

이 달라진다 모든 값들을 설정하게 되면 사용자.

가 선택한 값에 따라 로봇이 사람이 착용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된다 사용자가 착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이 끝나면 로봇은 시작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운.

동을 시작하게 되고 정지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를 하게 된다 정지 버튼을 두 번 누르.

면 로봇은 완전히 동작을 멈추게 되고 사용자가

착용을 해제하고 나와서 통과버튼을 누를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통과버튼을 누르면 초기에 설정.

하였던 기준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사용자,

가 운동을 설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2.3 관절재활운동모드

관절재활운동모드는 스스로 어깨를 움직이기

Fig. 8 Flowchart of SRR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환자의 선택에 따라

로봇의 구동 속도와 각도범위수준 운동종류가,

조절되며 로봇이 자율적으로 환자의 어깨를 움직

임으로써 어깨관절이 굳지 않게 도와준다 오십.

견은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질병이고 환자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다 로봇의 구동 속도와.

각도범위수준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추어서

로봇을 움직일 때 사용한다 구동 속도는 로봇의.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단계로 조절할 수 있4

다 각도범위수준은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각도.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인데 모션의 함수에 게인

값을 곱하여 움직이는 범위의 진폭을 조절한다.

관절재활운동모드에서 사용하는 운동은 정형외과

를 통해서 오십견 재활 치료에 효과적인 동작들

을 추천받아서 선정하였고 에 기술하였다Table 6 .

인간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하여 모

션 캡처를 통해서 로봇의 움직임을 생성하였다.

모션캡처장비로써 사의 을Natural Point OptiTrack

사용하였으며 초당 프레임의 속도로 모션을100

캡처한다 는 모션캡처사진을 보여준다. Fig. 9 .

Table 6 Motion type and description

Motion type Description

Forward Swing Motion
Swing an arm Forward and
backward.

Lateral Raising Motion
Extend an arm and raise it
aside.

Side to Side Motion Move an arm side to side.

Elliptical Orbit Motion
Move an arm in an elliptical
orbit.

Zig-zag Motion
Move side to side and up
and down in zig-zag.

Backward Stretching
Motion

Extend an arm backward as
much as possible.

Circular Motion
Extend an arm and move it
in a circle.

(a) (b) (c)

Fig. 9 (a) Photograph of motion capturing (b) Biped
model of 3Ds Max (c) 3D model of motion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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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캡처를 통해 저장한 데이터는 사AutoCAD

의 모션빌더와 의 을 같이3Ds Max Biped Model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각 관절의 위치궤적을 얻는

다 참고로 의. 3ds Max Biped 은 대의 한Model 50

국인 체형에 맞추어서 설정을 하였다 예로써.

은 운동의 종류 중에서 의Fig. 10 Elliptical Orbit

움직임을 나타낸 그림이다 어깨를 기준으로 팔.

꿈치의 상대궤적을 도시하였으며 좌표축의 위치,

는 에 나타나 있다 참고로 축 축 및Fig. 3 . , X , Y

축은 각각 전진 측면 및 수직방향을 가리킨다Z , .

이러한 모션은 크게 타원을 그Elliptical Orbit

리듯이 팔을 돌리는 동작이며 어깨 피치 롤 그, ,

리고 요 관절을 동시에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한

다 주어진 모션의 어깨 피치 롤 요 관절의 각. , ,

도궤적을 구하기 위하여 어깨를 기준점으로 설정

한 후 어깨에 대하 팔꿈치의 상대변위를 구한 후

각각의 관절 각도를 식 과 같이 구하였(6) (7) (8)

다 여기서 윗첨자. k는 시간 프레임을 나타내고,

는 어깨를 기준으로한 팔꿈치의 축 축x, y, z x , y ,

축 방향 변위이며z ,  ,  , 는 어깨 피

치 롤 요 관절 각도이다, , .


  tan



 (6)


  tan



 (7)


  tan



 (8)

각도 값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을 이MATLAB

용하여 주기성의 수학적 근사함수로 만들어야 한

Fig. 10 Position trajectory of elliptical orbit motion
obtained by motion capture

다 그 이유는 오십견 재활 시 동일 운동을 계속.

적으로 반복해야하며 운동 주기나 범위를 손쉽,

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하고 마지막으로 모션데이

터의 노이즈를 필터링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모션데이터를 푸리에 급수로

근사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기성이 있는 함.

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시간에 따른 각도의 변

화를 그래프로 만든 뒤에 일정한 패턴이 주기적

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형태로 나온,

한 주기만을 추출한다 조정 작업이 끝난 그래프.

는 푸리에 급수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Fig.

은 시간에 따른 각도의 궤적을 푸리에 급수로11

모션을 근사화한 그림이다elliptical orbit .

이때 푸리에 급수는 식 와 같이 차항까지(9) 5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계수들은 에 정리하, Table 7

Table 7 Coefficient of fourier series(Elliptical Orbit)

Pitch Roll Yaw

a0 -18.17 16.73 52.62

a1 1.804 19.19 35.49

b1 -76.97 -9.339 42.87

a2 8.605 -0.3528 -14.18

b2 -35.52 -3.769 0.1733

a3 -6.341 -0.4113 0.3098

b3 -13.87 1.177 -5.572

a4 2.061 2.025 -1.96

b4 -3.033 1.217 0.6253

a5 0 -0.1139 -1.331

b5 0 -0.5031 -1.692

 1.805 1.805 1.805

Fig. 11 Original and fitted joint angle trajectories
of elliptical orbit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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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napshot of elliptical orbit motion

Fig. 13 Control block diagram

였다.  은 운동 범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함수

앞에 곱하여 주는 계수이다 따라서.  과 를

조금씩 조정함으로써 운동범위와 주기를 착용자

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cossin



 ⋯
≤

(9)

참고로 은 로봇에 적용한, Fig. 12 Elliptical Orbit

동작을 촬영한 사진이다.

2.4 근육재활운동모드

근육재활운동모드는 주로 오십견을 극복한 환

Table 8 Constant of imaginary physical system

Part Level
Mass
(kg)

Damping
Constant
(N·s/rad)

Spring
Constant
(N/m)

Yaw

High gain 0.5 6 8

Middle gain 0.5 5 6

Low gain 0.5 4 4

Pitch

High gain 0.5 6 4

Middle gain 0.5 4.5 3

Low gain 0.5 3 2

Fig. 14 Original and filtered current trajectories

자들이나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들이 어깨를 움직

이는 회전근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본 논.

문에서는 전류 피드백을 통한 임피던스 제어를

이용하여 가상의 스프링과 댐퍼를 설계하여 환자

가 운동을 하면 움직임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근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은 근육. Fig. 13

재활운동모드의 제어블록선도를 나타낸다.

전류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터제어기에서 수신

하는데 감속기가 가지고 있는 마찰력과 회전관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노이즈와 오프셋이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전류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를 사용하였고 오프LPF(Low Pass Filter) ,

셋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HPF(High Pass

를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Filter) Band-Pass

를 구성하였다Filter .

를 보면 노이즈들이 많이 줄어들고 편Fig. 14 ,

차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LPF

로 처리하고 는 로 처리하였는데0.2Hz , HPF 0.02Hz

이 수치는 실험적으로 적절하게 얻어내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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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oot-mean-square of yaw and pitch joint

Part

Yaw Pitch

Low
gain

High
gain

Low
gain

High
gain

Root
Mean
Square

Torque
(Nm)

0.625 1.080 0.646 1.313

Angle
(degree)

7.633 7.093 13.555 13.123

(a)

(b)

Fig. 15 Torque and angle trajectories of yaw and
pitch joint

터를 거쳐서 안정해진 전류 데이터에 토크 상수

를 곱하여 토크 값으로 변환을 하고 가상의 스프

링 댐퍼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 각도 값을 출력하

게 된다 사용자가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

록 레벨을 가지로 나누었는데 레벨이 높을수록3

스프링계수가 높아 로봇 관절의 저항이 크다 참.

고로 에서 레벨에 따른 각 축에 적용된, Table 8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상수 값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스프링댐퍼시스템은 회전근을 강화하기 위

해 어깨 피치와 요 관절에 적용 되었다.

는 근육재활운동모드의 실험결과를 보여준Fig. 15

다 임피던스 제어를 적용하고 로봇을 움직이면.

와 같이 토크 데이터가 변화하는 것을 확Fig. 15

인할 수 있다.

착용자는 똑같은 범위의 사인 곡선을 그리도록

움직였고 운동 레벨은 과 을, Low gain High gain

비교하였다 같은 각도만큼 이동하였을 때 토크.

값이 운동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에서 토크와 각도의. Table 9 Root

를 구하였다 각도 값의 범위는 비슷mean square .

하고 토크의 범위는 에서 더 많이 측정High gain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운동 레벨이 클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 큰 토크 값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착용자로 하여금

레벨이 높을수록 근육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 론3.

본 논문은 오십견을 겪고 있는 노약자들이나

어깨를 다친 운동선수들이 어깨를 재활하고자 할

때 인력을 대신하여 운동을 시켜주는 로봇 개발

에 대하여 다루었다 논문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션 캡쳐 기술과 푸리에 급수를 이용한 근

사화를 도입하였고 전류 피드백과, Band-Pass

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제어를 시도하였다Filter .

개발된 는 환자의 다양한 선택에 따라 어SRR

깨를 재활함으로써 개인에 따라 맞춤형 재활이

가능하다 또한 오십견 뿐만 아니라 근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증상

의 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힘 모멘트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

류피드백을 이용하여 임피던스제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로봇제작의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총 제(

작비용 만원350 ).

그러나 환자의 키를 조절하는 방식이 수동적이

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감속기.

가 가지고 있는 마찰력과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다소 발생하였다 로봇.

이 진동하는 문제점은 향후 자이로센서를 이용하

여 각속도 피드백에 따라 관절각도 값을 추가적

으로 보상함으로써 해결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

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또한 본 연구는 서울과. ,

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캡스톤 디

자인 졸업 작품으로써 창의적 종합 설계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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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여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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