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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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센서와 그 힘을 빠른 속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그리고 로봇을 제어 

하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손목 굽힘 재활 로봇이 

환자의 손목재활운동을 할 경우 로봇을 

힘센서를 고속으로 측정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 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설계하고 제작 한다. 

 

2. 센서의 구조 및 해석 
 

뇌졸중환자의 손목을 굽힐 때 손목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기 위한 3 축힘센서의 

구조를 Fig. 1 과 같이 고안하였다. x 방향의 

힘을 측정하는 Fx 힘센서의 감지부는 

평행평판보 PPB1(Parallel Plate Beam 1), Fy 

힘센서의 감지부는 PPB2, Fz 힘센서의 

감지부는 PPB3 과 같은 구조로 고안하였다. 각 

PPBs 빔의 두께는 t, 길이는 l, 폭은 b 이고, 

이것들은 센서의 감부지를 구조해석할 때 

변수로 사용된다.  각 센서의 정격용량을 각각 

100N으로 결정하였다. 

 

Fig. 1 Structure of three-axis force sensor 

 

3 축힘센서의 각 감지부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ANSY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입력한 

재료상수는 제작할 센서의 재질이 

알루미늄이므로 종탄성계수가 70GPa, 

프와송의비가 0.3 이며, 8 절점 6 면체 블록을 

선택하였다. 격자(mesh) 크기는 해석하고자 

하는 평행평판보를 길이방향으로는 0.5mm, 

두께방향으로는 4 등분, 폭방향으로는 

8 등분하였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3 축 

힘센서를 설계한 결과, 센서의 크기는 

평판보의 길이 l 이 각각 8mm, 폭 b 는 각각 

12mm, 두께 t는 각각 1.8mm 이었다. 

손목 굽힘 재활 로봇의 제어장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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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에서의 총 변형률이 1025um/m 이었고, 

Fy는 1035um/m, Fz 힘센서는 1030um/m이었다. 

이 결과는 변형률 1000um /m 을 목표로 해석한 

것에 비교하면 최대 3.5% 의 오차를 

확인하였고, 이와같은 오차는 센서의 두께를 

0.1mm단위로 증감하였기 때문이다 

 

 

Fig. 2 Picture of  control device for wrist bending 

rehabilitation robot 

 

3. 제어장치의 설계 및 제작 
 

Fig 2 는 제작된 DSP 를 이용한 손목 굽힘 

재활로봇의 제어장치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손목 굽힘 재활로봇의 제어장치는 3 축 

힘센서에서 출력된 출력을 측정하고, pulse 를 

발생한다. 모터 컨틀롤러에 전송된 pulse 의 

갯수를 통해 모터의 위치를 제어한다. 손목 

굽힘 재활로봇의 제어장치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 증폭부(amplifier), 통신부, 전원부, 

스위치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증폭부는 약 

500 배 정도 증폭시켜 DSP 내부의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로 전송하고, 여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DSP 의 

중앙처리장치로 보낸다. DSP 의 중앙처리 

장치에서 결과값을 평균화 하여 측정값을 

오류를 제거하고 센서의 특성곡선의 결과식에 

대입하고 계산하여 실제값을 측정한다. DSP 의 

시리얼 통신부(RS232)는 측정된 결과값을 

PC 로 전송하고,  LCD 에 나타낸다. 그리고 

전원부는 DSP 와 다른 주변장치에 전압 6V, 5V, 

3.3V,1.8V 를 각각 공급하고, 스위치부는 각기 

버튼에 따른 명령을 내리거나 리셋 또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데 사용한다. 제어장치에 

사용된 제어 알고리즘은 Fig 3과 같다. 

 

 

Fig. 2 Flow chart of wrist bending rehabilitation 

robot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손목굽힘 재활로봇이 

손목재활을 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로봇의 힘을 측정 할 수 있는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손목굽힘 재활 로봇이 

안전하게 환자의 재활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성실험결과 제작한 3 축 힘 센서와 

손목 굽힘 재활 로봇의 제어장치는 손목재활 

로봇의 제작에 적용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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