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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척추손상, 뇌졸중, 신경손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상지의 기능적인 운동능력 저하는 일상생활 수행

과 사회적 활동 범위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의 일환으로 재활 운동은 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이 가능하도록, (편)마비된 상지 관절운

동 범위와 근 사용 능력을 정상인에 가깝게 복원

시켜서 치료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재활 장치들이 개발

되고 있으며,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적합한 재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기존에 개발되어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지

재활 로봇인 MIT의 MANUS, HOCOMA社의

Armeo 시리즈 등은 여러 가지 편의장치를 포함하

고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고가로 판매되어 대형

병원 외에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이에 반해 간단한 수동형 상지 재활 장치인

SAMMONS PRESTON社의 Board System,  
Grahamizer II Upper 등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재활 동작의 종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지 재활 치료에서 8자

궤적과 같은 다양한 비선형 궤적을 적용하여

ROM(Range Of Motion)향상과 근 사용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저렴하게 구현 가능한 장치에 대해

제안한다. 해당 장치는 기존 상용 상지 재활 로봇들

대비 설치 공간이 작다는 장점을 가지며, 재활 치료

사나 비전문적인 보호자가 쉽게 치료 대상자의

상지 재활에 도움이 되는 궤적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더불어 동력원을 사람이

아닌 간단한 회전 모터로 구현하는 경우, 자동화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2장에서는 장치의 컨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

고, 3장에서는 장치의 디자인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2. 상지 재활 장치의 컨셉 설명

그림 1은 크랭크-로커(Crank-Rocker) 기구의 개

략도를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1개의 고정된 링크

(Link0)와 3개의 움직이는 링크(Link1, Link2, 
Link3), 4개의 핀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다. 주동축

인 크랭크(Link1)는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완전

한 회전운동을 하며, 연결된 종동 커플러 (Link2)에
의해 종동 로커(Link3)는 왕복 각 운동을 하여 경로

를 생성(Path Generation)하는 평면 4절 링크 장치

(Four-bar Linkage)를 나타낸다.
이때, 링크의 길이는 그라쇼프의 법칙(Grashof’s 

law)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Link1과 Link3의 길이

의 합은 Link0와 Link2의 길이의 합 보다 작아야만

적어도 하나의 링크가 완전 회전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한다. 만약 Link1과 Link3의 길이의 합이 Link0
와 Link2의 길이의 합 보다 클 경우에는 어떤 링크

도 회전운동을 할 수 없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rank-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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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jectory of 4-bar  linkage

또한, Link1과 Link3의 길이의 합이 Link0과
Link2의 길이의 합이 같을 경우에는 전환점

(Change Point: 모든 링크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현

상)이 발생하여 Link1의 회전의 방향에 따라 다른

형태의 운동 궤적이 생성될 수 있다.
그림 2는 상지 재활 장치의 구현 가능한 궤적을

나타낸다. 각 지점의 궤적을 나타내기 위해Working 
Model이라는 운동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예이

다. 주동 크랭크(구동축)가 연속적으로 회전함에

따라 연결된 조인트의 임의의 점은 원의 궤적을

그리게 되고 종동 로커는 왕복 각운동을 하게 된다. 
표시된 커플러의 각각의 점들은 8자, 타원형 등의

다양한 운동 궤적을 생성 한다. 그림2에서는 총

9종의 궤적 생성 사례를 나타내었다.

3. 상지 재활 장치의 설계

그림 3은 핀-조인트로 연결된 링크장치 중에서

링크들 간의 상대 운동을 허용하는 가장 간단한

연쇄장치로 크랭크-로커(Crank-Rocker) 기구를 상

지 재활 장치에 적용하여 3D모델링한 디자인을

나타낸다.
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는 링

크의 회전축에 장착 시 연결된 커플러의 각 포인트

마다 다양한 운동 궤적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때, 
동력원을 환자 본인의 건측 상지 또는 재활치료사

의 도움을 받아 손잡이를 잡고 회전시켜 수동으로

재활이 필요한 상지의 재활 치료를 진행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3의 크랭크(그림3의③)는 본체에 핀으로

연결이 되어 완전한 회전운동을 한다.
커플러(그림3의④)는 거치대(그림3의⑥)를 부

착 할 수 있는 체결 홀(그림3의⑤)이 있으며, 크랭크

(그림3의③)로 부터 받은 동력은 체결 홀의 거치대

부착 위치에 따라 다양한 운동 궤적을 생성한다.

Fig. 3 Design of Proposed device

여기서, 로커(그림3의⑦)는 왕복 각 운동하는

경로를 생성(Path Generation)한다. 본체(그림3의
⑧)는 모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링크는

핀-조인트로 연결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지 재활을 수행하는 장치로써, 
비교적 다양한 운동 궤적을 저렴(Cost-Effective)하
게 구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크랭크-로커

(Crank-Rocker)와 같은 4절 링크 장치(Four-bar 
Linkage) 구조를 적용하여 상지재활 장치에 적용하

였다. 또한 Crank 회전축에 구동원을 장착하여 회

전 시키면, 링크에 의해 연결된 Coupler의 임의의

점마다 생성된 다양한 폐루프(Closed loop) 궤적을

상지 재활의 운동궤적으로 활용하는 상지 재활

장치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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