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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현재 사회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재해나 교

통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장애인의 수가, 점점 증가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

인들에 대한 복지와 서비스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여,

러 유형의 서비스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입고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

블 로봇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wearable) .
(1,2)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대부분 근

력 지원형 로봇인데 이것은 사용자의 몸을 지탱

해주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한다.
(3,4)

하지만 보통의 장애인과 달리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들에게는 기존의 근력 지

원형 웨어러블 로봇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몸의 근육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근전도 신호

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또한 부분적인 신체의(EMG) .

움직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기존 웨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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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눈 움직임만으로 물건을 집고자 하는 사지장애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소개한다 이 로봇에서.

는 시선위치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파지하고자 하는 물체를 보는 동공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물체의

차원 정보를 구하고 물체까지의 깊이는 로봇 어깨위에 올려져 있는 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구한2 Kinect

다 물체와 로봇 그리고 카메라간의 좌표변환과 매칭을 통하여 최종 물체의 차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 , 3

정보는 로봇제어기인 로 전송되어 물체를 잡을 수 있도록 제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물체DSP

를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A new type of wearable robot is developed for a disabled person with disabled limbs, that is, a

person who cannot intentionally move his/her legs and arms. This robot can enable the disabled person to

grip an object using eye movements. A gaze tracking algorithm is employed to detect pupil movements by

which the person observes the object to be gripped. By using this gaze tracking 2D information, the object is

identified and the distance to the object is measured using a Kinect device installed on the robot shoulder.

By using several coordinate transformations and a matching scheme, the final 3D information about the object

from the base frame can be clearly identified, and the final position data is transmitted to the DSP-controlled

robot controller, which enables the target object to be gripped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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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로봇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기.

존의 시스템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 목적을 겸비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움직일 수 있

는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많은 웨어

러블 로봇들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

생한다 우선 근육에서 발생되는 생체 신호를 감. ,

지하기 위하여 를 이용한 신호 증폭 센OP-AMP

서를 이용하는데 이때 증폭 과정에서 생기는 수,

많은 노이즈를 처리하고 분석하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5) 또한 사지마비 장애인처럼 사

용자에 따라 출력되는 신호의 정도가 다르기 때

문에 이를 처리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비전방식을 이용하면 주변

빛 밝기 이외에 별다른 외부 조건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고 영상처리를 통해서 밝기에 따른 노이

즈 또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대

로 동작시키는데 용이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로봇은 몸을 움직일 수 없

는 사지마비환자들이 오직 눈만을 움직일 수 있다

는 점에서부터 착안하였다 환자 즉 사용자는 로봇. ,

팔을 입고 눈동자를 움직여 줌으로써 사용자가 원

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의 팔에 부착된 기구를 움직

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Gaze Tracking
(6,9)알고리

즘을 통해 카메라로 동공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사

용자가 응시하는 곳의 평면 좌표를 도출하고 모션,

감지센서인 Kinect
(10)를 이용하여 응시 점에 대한 깊

이를 측정하여 착용한 로봇팔로 환자가 물체를 집

을 수 있도록 한다.

은 사람의 시선을 추적하기 위한 방Gaze Tracking

법이며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

로 사용되어왔다 현재 알려진 기술. Gaze Tracking 로

는 시선의 차원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자3

의 머리 움직임이나 시선의 이동에 따른 상대적

방향만을 측정하는 차원 추적기술과 모델기반의2

차원 추적 기술이 알려져 있다3 .
(6) 차원 추적기2

술의 예로는 전극을 눈 주위에 부착해 그 전위차

를 이용한 방식EOG
(7)으로 눈의 신경근육을 이

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며 신경근육이 약간의,

움직임에도 민감하므로 오동작률이 높다 다른.

방식으로는 카메라 광축 주위에 부착된 광원과

광축에서 떨어진 광원을 교차로 사용하여 동공이

밝고 어둡게 나오는 현상을 이용해 동공을 추적

하는 방식(8)도 있다 또한 동공과 각막에 반사된.

반사점을 이용해 시선을 추적하는 방식도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를 대상으

로 하여 기구의 탈부착이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등 쪽으로 액튜에이터를 배치하지

않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으며 전체 무게를 줄여 사

용자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근전도

신호 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자가 원하는 물체(EMG)

를 로봇 팔을 통하여 집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물

체의 차원 정보를 동공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용2

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구하고Gaze Tracking Gaze

으로 얻은 화면상의 물체를 모션tracking 감지센서인

를 통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러Kinect .

한 방법을 통하여 원하는 물체의 차원 정보를 로3

봇에 입력하여 환자에 부착된 로봇을 원하는 물체

까지 이동시켜 물체를 집을 수 있게 하였다.

시스템 구성2.

기구부의 특징2.1

의 로봇 구조도에서는 각 부위의 역할 및Fig. 1

기능이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구 간 간섭을 최

소화 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먼저 머리에 달린 고.

글형태의 카메라가 안면부에 부착되어Gaze tracking

응시점의 좌표 값을 읽어 들이며 센서는x-y , Kinect

값물체와의 거리을 읽어 측정한다 로봇팔은 어z ( ) .

깨 팔꿈치에 세 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시스, 3 DOF

템으로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어깨. ,

에 달린 모터가 팔 전체를 들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팔꿈치 바로 위에 달린 반원 형태의 고리가,

팔의 회전을 돕는다 반원 고리 앞에 설치된 모터에.

의해 하박을 들어올리며 마지막으로 손에 달린 장,

갑이 물건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어깨부위에 달린 모터가 팔꿈치 위에 달린 링기어

를 잡아당겨 팔을 들어 올리는 메커니즘을 구현하였

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착용할 수 있게 길이 조.

Fig. 1 Modeling equipped with robot components



시선위치 추적기법 및 차원 위치정보 획득이 가능한 사지장애인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3 1221

정이 가능하도록 슬라이드 블록에 을 일정한 간Hole

격으로 내서 핀을 삽입하면 간격으로 길이 조정1cm

이 가능하다 나머지 부위에도 가공을 통해. slot Hole

필요한 경우 다양한 신체 크기에 따라 미세한 길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는 웨어러블Fig. 2

로봇 기구부의 크기를 나타낸다 사람의 체형에 따.

라 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팔꿈치부분의 가장 핵심은 링기어를 사용하여 팔

의 방향으로 회전을 구현한 점이다 에서Yaw . Fig. 3

보이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모터에 연결된 스퍼기

어가 자 모형의 고리를 따라 회전하는 링기어를 회C

전시키면서 하박에 부착된 가이드도 같이 회전하게,

되면서 팔이 같이 따라 움직인다 팔의 회전 중심과.

기어의 회전 중심이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회전이 자

연스럽다 자 모형으로 한 이유는 앞에 달린 와이어. C

모터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입고 벗기 편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왼쪽의 모터가 와이어를 감게 되면.

옆에 달린 가이드가 올라가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올

라간다 그리고 팔을 안정적으로 들어올리기 위한. U

자 모양의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2.2 Gaze Tracking

본 연구의 핵심은 을 이용하여 사Gaze Tracking

지마비 장애인이 눈을 움직임으로 기준 축에서

물체의 좌표를 구하여 착용한 로봇 팔을 제어하

Fig. 2 Dimension of robot mechanism

Fig. 3 Side view of elbow

여 원하는 물건을 집는 것이다 카메라와. Kinect

센서를 통해 물체의 영상을 취득하고 영상처리를

하여 마이컴제어기 에 물체의 좌표를 전달MCU( )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는 본 연구에. Fig. 4

서 수행한 을 실현하는 시스템이다Gaze tracking .

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눈 영상을Gaze Tracking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카메라와 얼굴을

고정시킬 수 있게 와 같은 시선추적기를 설계Fig. 5

하였다 지지대에 카메라 를 고정하였고 카메라 내. A

부에 가시광선필터를 부착하여 외부 빛에 의한 노이

즈를 차단하여 영상처리 시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람의 눈에 무해한 적외선 발광부 를 이용하여B

과 같이 가시광선 필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홍Fig. 6

채와 동공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Gaze Tracking System

Fig. 5 Camera and infrared light for Gaze tracking

(a) Eye image by regular (b) Eye image by gaze
camera tracking camera

Fig. 6 Eye image taken from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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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y image (b) Intensity, contrast
change

(c) Partial area binary (d) Addition of partial area
operation to black background

Fig. 7 Process for extracting eyeball area

Fig. 8 After center point detection

소프트웨어를 통해 카메라에서 받은 눈 영상을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과 같이 까지Fig. 7 (a)~(d)

동공영역만을 추출하여 중심점을 얻었다 하지만.

실제 눈 영상에 동공의 중심점을 표시해 보면 그

림 과 같이 동공을 나타내는 원의 위치가 일치8

하지 않는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영상처리과정

때문에 생기는 원 영상의 변형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보정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의 눈 영상에서 경계선 를 검출Fig. 9(a) (edge)

하면 처럼 나타나며 동공의 경계부분만Fig. 9(b)

을 확대하면 의 빨간색 원형영역이라고Fig. 9(c)

가정할 수 있다 에서 보정 전 중심좌표. Fig. 9(c)

를 (, 이라 하면 빨간색 원형영역까지의 위쪽)

픽셀 개수 와 아래쪽 픽셀 개수 를 구할 수A B

(a) Eye image (b) Edge detection

(c) Compensation for

Fig. 9 Eye image processing sequence

Fig. 10 Center of pupil detection

있으며 이를 식 에 대입해 보정된 중심점의(1) y

좌표
′를 구할 수 있다.


′  

 
(1)

같은 방식으로 좌표도 보정하였다 그 결과x .

실제 검출 된 중심점은 과 같다Fig. 10 .

과 같이 눈동자가 모니터의 중앙부분Fig. 11 A

와 좌측 상단 부분 를 응시 하였을 때의 눈 영B

상을 각각 와 에 나타내었고 이 영상Fig. 11(a) (b)

을 이용하여 시선 을 위해 동공의 중심좌mapping

표를 이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부분Calibration . A

을 바라보았을 때 카메라 상의 동공 중심좌표는

 


 
 이고 를 바라보았을 때의 동, B

공 중심좌표는  


 
 이다 이때. 

는 카메라 좌표에서 좌측 상단이 아니라 반대쪽

인 오른쪽 상단에 해당한다 이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하여 모니터의 전 영역을 바라보았을 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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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 of monitor (b) Left top

(c) Pupil range

Fig. 11 Range of eye motions

공의 범위를 의 사각형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c)

다음의 수식을 이용하여 사각형의 가로 세로인 C

와 를 구할 수 있다D .

  
  (2)

  
  (3)

과정을 거친 후 와 같이Calibration Fig. 12

로부터 입력 받은 영상에 시선을Kinect mapping

시켜야 한다 이는 카메라 영상과 영상의. Kinect

비율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9)



 

(4)





(5)

식 와 식 의(4) (5) ,  는 목표 지점을 쳐다

보았을 때의 영상에서의 픽셀좌표이고Kinect , I

와 는 의 전체영상의 가로와 세로 픽셀H Kinect

의 크기이다.

카메라와 눈까지의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더

높은 화소수의 카메라를 이용하면 동공이 모니터

에 대응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더욱 정밀하게 대

응시킬 수 있다.

Fig. 12 Image taken by Kinect

Fig. 13 Depth measurement method of Kinect

Fig. 14 Kinect coordinate system

좌표 측정2.3

에서의 물체까지의 거리측정의 경우Kinect Fig.

와 같이 실제 물체와 까지의 최단거리가13 Kinect

아닌  나 좌표에 상관없이 값에 따라 거리

가 측정된다.
(10) 이런 방식의 장점은 좌표를 측정

할 때 어느 한 축으로 고정시키면 공간좌표를 측

정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에서 거리 데이터를 측정하면 계산을 통Kinect

해 에서 목표지점까지의 거리 좌표를 구할Kinect

수 있다 렌즈의 수평 시야각 와 수직. Kinect 43°

시야각 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하며 수평시57° ,

야각은 에서 영상의Fig. 14 Kinect 축 좌표에서

실제 좌표를 계산할 때 수직시야각은, 축 좌

표에서 실제 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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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relationship between horizontal angle
of view and image by Kinect

F 에서ig. 15 는 영상에서Kinect 가 인400mm

부분의 전체  픽셀 수에 해당하는 실제 거리이

다 영상의 크기가 일 때. Kinect 640*480 , 를

이용하여 한 픽셀 당 실제 거리를 계산하면 다음

과 같다.

 ×tan  (6)

  (7)

식 과 같은 방식으로(6), (7)  좌표의 한 픽

셀 당 길이를 구하면 다음과 간다.

  ×tan  (8)

  (9)

따라서 사용자가 바라본 물체의 실제 좌표는

다음과 같다.

 ×tan×  (10)

  ×tan×  (11)

  (12)

식 과 에서(10) (11), (12) 는 Kinect

렌즈의 초점거리를 나타낸다 이것을 바탕으로.

영상에서의 단위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해 줄 수 있다.

은 실제 사용자가 착용하는 로봇과Fig. 16

의 좌표계를 보여준다 사용자의 왼쪽 어깨Kinect .

는 로봇의 어깨와 고정되어 좌표계의 원점에 위

치하여 움직이게 되고 는 로봇 팔이 부착된Kinect

왼쪽 손이 닿는 범위의 영상을 얻기 위해 오른쪽

어깨 위에 와 에 대해 일정 각도만큼 회pitch yaw

전한 후 부착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어깨의 좌표.

축과 좌표축이 달라지는데 이를 위해서Kinect ,

의 위치에서 바라본 물체Kinect 의 좌표인 

를 어깨의 좌표축을 기준으로 한 좌표로 변환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Fig. 16 Coordinates system

Fig. 17 Coordinate transformation process

처럼 좌표변환 행렬인Fig. 17
를 이용하여

에서 물체까지의 좌표를 어깨에서 물체까지kinect

의 좌표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변환과정은 다.

음과 같다.

 
 (13)













   
   
   
   



(14)

여기서 는 회전 변환 값이고   

는 두 좌표 중심간 직선이동 값이다 그리고. 와

는 두 좌표사이의 회전각도 값이다 두 축간의.

좌표변환 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cos  sin 

sin cos  cossin 
 cossin sin coscos 

   



(15)

식 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한(15)
는 프PC

로그램에서 통신을 통해 로 전송하고 에DSP , 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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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역기구학(Inverse

연산을 통해 계산한 각도만큼 각 관Kinematics)

절의 모터들을 회전하여 팔을 이동시킨다.

제어 시스템2.4

로봇의 구동은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DSP

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장치와의 통신,

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즉 외부 기기. ,

로 부터는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 받고 다(Kinect) ,

른 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우리.

로봇에서는 SCI(Serial Communications Interface)

통신을 기반으로 통신이 이루어진다 는. DSP PC

소프트웨어와 가 이루어지며Interface Gaze

과 로 구해진 삼차원의 위치좌표를Tracking Kinect

전달 받는데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좌표 데이터는 모터에 요

구되는 각도 값으로 환산하여 모터를 회전시켜

물건을 집게 된다 우리는 과. Gaze Tracking Kinect

를 통하여 어깨 축부터 물체  까지의 좌표 

를 생성한 후 통신을 통해 로 전송하게 된다DSP .

이때 내에서는 전달받은 데이터에 대하여DSP

로봇의 역기구학을 계산하여 각 모터에 필요한

변위 값을 명령하게 된다.
(11)

설계한 로봇 기구의 파라메터값D-H
(11)을 Fig.

와 같은 로봇의 좌표 시스템에 적용하고 좌표19

변환행렬 을 계산한다(Transformation matrix) .

Fig. 18 Communication system

Fig. 19 Shoulder coordinate system

에서 의 좌표인Fig. 19 End - effector    

가 물체 에 위치하도록 개의 로봇 팔을 제어3

하면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각 축의 좌표변.

환행렬을 이용하여 어깨 축 좌표로부터 최종

좌표간의 변환행렬이 주어지면End-effector (
)

이를 만족하는 각 좌표 간 변환행렬   ,

  ,  로부터 회전각도    를 계산

한다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16)

역기구학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sin    

 

 
 

 
 

 

 

(17)

 tan   





(18)

∴ sin  
cos  sin 


(19)

 sin  cos
 




(20)

실험 결과3.

실제 파지 동작과 함께 을 이용하Gaze Tracking

여 모니터 상에서 실제 시선이 어느 정도로 정확

하게 되는지를 실험하였고 센서의mapping , Kinect

깊이와 그것을 통한 삼차원좌표를 반복 측정하여

에 실험결과를 정리하였다Table 1 .

Table 1 Gaze tracking test

실험종류 거리(cm) 평균오차(cm) 실험횟수

Gaze

Tracking

40 0.2 100

50 0.8 100

를Kinect

통한

공간좌표

x 50 1.2 100

y 50 1.1 100

z 50 0.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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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ip motion test

분류
실험

조건

End-effector

도달오차(cm)

End-effector

파지성공률(%)

실험

횟수

물체

위치

50cm 3.8 80 10

40cm 3.4 82 10

30cm 3.2 85 10

에서 거리가 떨어질 경우Gaze Tracking 50cm

오차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의 흔들림이다 흔들림은 기구.

가 동작하면서 많이 일어나며 모니터에 사용자의

시선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차mapping Calibration

를 발생시킨다 장애자의 경우 실제 오차가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오차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체의 파지 동작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높은 파지 성

공률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를 통하여 삼차원 좌표 측정 시Kinect , z

좌표의 오차에 비해 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x, y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좌표 측정 과정에

서 의 데이터는 과 값을 이용x, y Gaze Tracking z

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두 데이터의 오차가 쌓여

서 더 큰 오차가 발생 되는 것이다.

실제 물건을 집는 동작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

에서 사람이 물건을 집는 상황을 고려하여 테스

트 하였다 집는 물체의 기준은 컵 과일 휴대폰. , ,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정

하였고 실제 테스트에선 의 크기를, 80*80*80(mm)

가진 물체를 기준으로 손바닥의 가운데 점이 물

체에 얼마나 접근하는지 측정하였다 실험에서는.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인을 찾기 어려워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장

애자의 경우는 본 실험 결과가 약간의 차이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에 실험결과를 정리. Table 2

하였다.

우선 물체 위치 변화 실험은 어깨 축을 기준,

으로    ,   으로 구속하고 좌표만

을 변화시키면서 실행하였다 의 실험에서. Table 2

물체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파지 성공률이 떨어지

Fig. 20 Robot operation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 또한

사용자 신체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사용자의 몸의 흔들림.

이 커지게 되고 좌표계가 틀어지면서 오차가 발,

생하였다.

은 제작한 웨어러블 로봇을 사람이 실제Fig. 20

로 착용하여 동작하는 화면이며 원활하게 동작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수 있을.

만큼의 영역내로 로봇이 구동하긴 하지만 오차는

존재하였다 이 오차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

을 알아보았다.

첫째 신체의 흔들림이다 기존의 웨어러블의, .

경우 로봇의 몸체를 벽이나 기둥에 고정시켜 흔

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반해 우리 로봇은 사용자

가 직접 입기 때문에 로봇이 움직일 때 발생되는

모션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 할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기준좌표계가 흔들리면서 오차.

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센서의 오차이다 의 경우 적외선, . Kinect

센서처럼 깊이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매번 일정

하지 않고 빛의 조건에 따라 에서 정도1mm 2mm

의 오차가 발생한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자

를 위하여 고안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였다.

사용자의 눈동자의 움직임만을 비전처리를 통하

여 파지하고자 하는 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로봇의 목표구동 명령으로 처리하여 사용자



시선위치 추적기법 및 차원 위치정보 획득이 가능한 사지장애인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3 1227

의 팔을 물체까지 움직여 물체를 집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전처리를 이용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의 장점은 물체 정보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적외선센서를 사용.

하여 외부 빛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화 하여 훨씬

신뢰성 있고 간단하게 구현하였고 물체를 보는,

사용자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물체의 2

차원 위치 정보를 구하고 를 사용하여 물체Kinect

까지의 거리 정보를 구하여 최종적으로 파지하고

자 하는 물체까지 로봇 팔을 이동시켜 사용자가

물체를 집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Gaze tracking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물체를 보는 사용자의 동,

공의 움직임을 정확히 측정하여 물체의 차원 정2

보를 구하였다 또한 물체 위치정보를 보다 명확.

히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모니터를 주시하게 하

여 집고자 하는 물체를 가리키게 하였다.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와의 호환성이다 로봇의 외형을 인체공학.

적인 설계를 통하여 착용감과 동작 등을 개선하

고 신체의 구조를 자세히 연구하여 로봇과 신체,

의 결합력을 높였고 다양한 사용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신체구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웨어러블 로봇의 실험 결과 사용자의 흔.

들림으로 인한 물체 파지 및 물체위치 계산에 약

간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구의 보완과 물체 움직임을 기반한 제어 알고

리즘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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