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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를 위한 착용형 손 재활훈련기기, DULEX
DULEX, A Wearable Hand Rehabilitation Device for Stroke Survivals
김 영 민, 문 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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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wearable hand rehabilitation device, DULEX, for persons with functional paralysis of upper-limbs
after stoke. DULEX has three degrees of freedom for rehabilitation exercises for wrist and fingers except the thumb. The main
function of DULEX is to extend the range of motions of finger and wrist being contracture. DULEX is designed by using a parallel
mechanism, and its parameters such as length and location of links are determined by kinematic analysis. The motion trajectory of
the designed DULEX is aligned to human hand to prevent a slip. To reduce total weight of DULEX, artificial air muscles are used for
actuating each joint motion. In feedback control, each joint angle is indirectly estimated from the relations of the input air pressure
and the output muscle length.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DULEX is feasible in hand rehabilitation for stroke survivals.
Keywords: upper-limb, functional paralysis, rehabilitation, stroke, artificial air muscle

I. 서론
뇌졸중(stroke)은 뇌혈관계의 이상에 따른 질환의 하나로,
그 후유증으로서 근육의 수축활동이 어려운 기능적 마비장
애(functional paralysis)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뇌졸중 환자
는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재활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손상
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이러한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적 수술후의 환
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근육의 스트
레칭과 근력강화[3], 굽힘 동작을 위한 파워 보조[4], 그리고
수술 후 환부를 교정해주기 위한 자세 교정[5] 등에 관련한
것이다. 최근 건측(normal part)의 동작에 따라 환측(abnormal
part)이 모방하여 훈련하는 거울치료(mirror therapy)는 재활치
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
일반적으로 재활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적
훈련과 반복적 훈련뿐만 아니라, 특수한 작업동작 및 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적 재활훈련은 작업치료사와 함께 수
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활훈련시스템 분야에서는 최근
작업치료사를 대신하는 로봇공학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시
도되고 있다. 특히 상지(upper-limb) 재활훈련용으로 다양한
재활로봇이 개발되었다[7-11]. 그러나 대부분의 재활훈련기기
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훈련 시 환자는 반드시 훈련기
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손목을 포함한 손의 재활을 위한 착용형 상지 재
활훈련기기가 제안되었다. 근육의 스트레칭과 근력강화를 위
한 Mentor [3]는 손가락과 손목이 동시에 신전(flexion)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손가락과 손목의 독립적인 재활훈련이
불가능하다. RUPERT [12] 또한 팔의 다양한 재활훈련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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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지 재활훈련용 로봇이다. 하지만 손가락 재활훈련에는
적당하지 않고 착용하기에도 기기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환측 손의 폄 근의 운동범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착용형 손 재활훈련기기인 DULEX (Dong-eui
Upper Limb EXercise device)를 제안한다. DULEX는 손목과 검
지, 그리고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의 3자유도 동작
이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재활훈련이 가능하다.
한편, 재활훈련 시 기기와 인체가 서로 협응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13,14]. 만약 인체의 손의 각 관절의 회전 중심
과 기구부의 회전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재활기기의 폄
(extension) 동작 시 손은 기구와 어긋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기존의 재활기기 설계 방식에 의하면 기기의 운
동 궤적과 사용자 손의 운동궤적을 일치시키게 되면 기구부
의 부피가 커질 수 있으나[15], 최근 연구에서는 사용자 손의
크기에 맞추어진 착용형 기기들이 제안되었다[16,17]. [16]에
서는 손가락 기구의 양 옆에 풀리를 설치하고, 와이어를 이
용하여 당기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손가락 사이에 풀
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 기구의 사이가 벌어지는 단점
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6]에서는 손가락
기구부의 위쪽에 와이어를 연결하였다. 그러나 각 관절을 구
동하기 위한 와이어의 구성이 복잡하고, 제시한 구조도 하나
의 손가락에만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ULEX의 설계 시 병렬기구(parallel
mechanism)를 사용하여 기기의 운동 궤적을 사용자 손과 일
치시키고, 미끄러짐을 방지한 설계를 제안한다. 이때, 각 링
크들의 길이, 위치와 같은 설계 변수들은 기구학 해석과 최
적 설계에 의해 결정한다. 설계된 DULEX의 운동 궤적은 일
치시키고 사용자 손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손
에 일치시켰다. 그리고 기기의 전체 무게를 줄여 착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압식 인공근육(artificial air muscle)을 사용한
다. 인공근육의 공기압력 제어뿐만 아니라 DULEX의 각 관
절의 각도도 제어하기 위해 피드백제어기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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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사람 손의 재
활 메커니즘에 대하여 제시하고, III 장에서는 DULEX의 손가
락과 손목 메커니즘에 대한 기구학 해석 및 기구설계에 대하
여 기술한다. IV 장에서는 DULEX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및 실험결과를 보인다. 실험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DULEX가 뇌졸중 후유 장애를 가진 환자의 손 재활훈련에
적용 가능함을 보인다.
II. 기구학 해석 및 최적설계
상지 재활훈련 시 손가락이 기구에서 미끄러지거나 운동
궤적이 기구와 어긋나지 않도록 기구의 궤적을 손가락의 운
동궤적에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손가락
의 운동궤적과 기구의 운동궤적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재활
훈련이 가능하도록 그림 1과 같은 병렬기구를 DULEX의 손
가락에 적용하였다. 그림 1에서 점선은 사람의 손가락을 의
미하고, 실선은 DULEX의 손가락 기구부를 나타낸다. 운동궤
적을 일치시키면서 기구와 사용자 손가락의 간격을 결정하
기 위해 손가락의 중수지간(MCP: Meta-Carpo Phalange) 관절
과 근위지간(PIP: Proximal Inter-Phalange) 관절 각각을 바로 위
에 위치한 병렬기구로부터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였
다.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기구가 사용자 손가락의 관절(joint)
에 일치될 수 있다. 기구는 기절골(PP: Proximal Phalange)과
중-말절골(distal-middle phalange)의 두 부분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1에서는 parallel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기구의 PP의 회
전궤적이 기구부 아래에 위치한 손가락의 중수지간 관절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중-말절골은 근위지간 관절을 중심으로
회전함을 보인다.
검지와 나머지 세 손가락을 감싸는 기구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개발된 DULEX는 사람 손의 건-근육(tendon-

그림 2. 손가락 기구 모델.
Fig. 2. Kinematic model of finger.
muscle) 구조와 유사한 와이어-인공근육(wire-artificial muscle)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기구의 손목과 기절골, 중-말
절골의 동작범위를 90° 로 결정하였고, 이를 만족하는 각 링
크의 길이와 사잇각을 결정하기 위해 기구학적인 해석을 하
였다.
1. 손가락 ROM
개발된 기구의 손목과 기절골, 중-말절골의 동작범위는 손
가락의 폄 동작 시, 기절골은 초기 각도 θ = 60° 에서 −30°
로, 중-말절골은 90° 에서 0° 로, 모두 90° 의 동작범위를 가
지도록 설계하였다(Table 1참조).
2. 손가락 기구학
그림 2는 parallel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설계된 DULEX의
손가락 기구부이다. 기절골에 연결된 인공근육이 수축되면
기절골 링크 r2 가 위로 들어 올려지게 되고, 중-말절골 역할
을 하는 가상의 링크 rfd 가 폄 동작을 하게 된다. 이때 기구
가 폄 동작을 하는 동안, 기절골과 중-말절골의 위치 벡터
 
rfp , rfd 는 손의 MCP 관절과 PIP 관절에 일치되도록 설계하

였다. 기절골의 위치 벡터 rfp 는 기구학 모델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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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링크의 길이 r0 , r2 와 r1 , r3 는 한국인의 인체치
수를 고려하여 각각 42.67mm 와 10mm 로 결정하였다[18].
인공근육에 의한 기절골의 폄 각도를 θ 라 하면, 정해진 링


크의 길이를 통해 r2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rd 1 벡터
 

는 r2 , r3 벡터의 합과 같다. 그리고 rd 1 벡터를 알면 다음과
 
같이 r0 , r1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그림 1. 손가락용 병렬 기구.
Fig. 1. Parallel mechanism for finger motion.
표 1. 설계된 메커니즘의 운동범위[deg].
Table 1. Range of motion of the designed mechanism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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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해 결정

rfd 벡터는 손가락의 중-말절골에 해당한다. 인공근육의 수
축에 의해 parallel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기절골이 폄 동작을

수행하면, rfd 벡터의 궤적은 링크 r4 , r5 의 길이와 링크 r5 와
rfd 사이의 각도 α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2참조). 따라서 링

그림 4. 손가락 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Simulation result for finger motion.

크 r4 , r5 의 길이와 사잇각 α 를 설계변수로써 그 값을 구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적설계 기법을 적용 하였다. 먼
저, 사람 손가락의 운동범위를 고려하여 DULEX의 기절골과
중-말절골의 ROM을 90° 로 정하였다. 그리고 DULEX의 기
절골이 완전히 펴진 상태일 때, 중-말절골은 기절골로부터
0° 의 각도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r4 링크의 길이와 사잇
 2
각 α 의 범위는 각각 30mm ≤ r4 ≤ 60mm, 30° ≤ α ≤ 90° 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DULEX의 최대 폄 각도 θ = −30° 에서



두 벡터 rfp 와 rfd 가 일치되었을 때 링크의 단위벡터 r5u 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기절골 벡터 rfp 가 90° 굽혀졌을 때


중-말절골 벡터 rfd 는 90° ≤ rfd ≤ 90.1°, 그리고 두 링크 r4 ,

그림 5. 손목 기구 모델.
Fig. 5. Kinematic model of wrist.
여기서 우리는 기절골의 굽힘각 θ = 60° 을 입력하여 중-말

상을[19], 만족하도록 두 조건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링크 r5


의 벡터는 벡터 rd 2 와 단위벡터 r5u , 그리고 r4 링크의 길이

절골의 운동범위를 만족하는 두 개의 해를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그림 3의 두 해 중에서 우리는 링크의 길이가 작은
실선의 원으로 표시된 다음의 값을 DULEX의 설계에 적용하
였다.

로부터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말절골의 위치벡터 r fd 는 r5 벡터와 사이각 α

r5 가 이루는 전달각은 마찰토크의 최소 허용범위인 40° 이

   
r5 =  − rd 2 r5u ∓



2  
 2 
r4 − rd 2 ( r5u × k )  r5u


(

)

(6)

를 알고 있으므로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cos(π − α ) − sin(π − α ) u
r fd = r8 
 r5
 sin(π − α ) cos(π − α ) 

(7)

구해진 설계변수를 이용하여 동작범위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4는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기절골은 60° 인 초기 굽
힘 각도에서 시작하여 90° 의 굽힘을, 중-말절골 역시 90°
의 굽힘 각도를 보였다.
4. 손목 기구학
손목 기구는 손목의 회전 동작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
며, 손목 지지대의 회전각 γ 은 다음과 같다(그림 5참조).
γ = β + θ1 + θ 2 − 180°

 2 2
그림 3. 구해진 설계변수 r4 , r5 , α .
 2 2
Fig. 3. Obtained design parameters, r4 , r5 , α .

(8)

식 (8)에서 β 와 θ 2 는 설계변수이며, 기구의 고정된 길이
d1 , d 2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나 θ1 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인공근육의 길이변화 l1 과 d1 , d 2 에 대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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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압식 인공근육.
Fig. 6. Artificial air muscle.

그림 8. 공압식 인공근육의 정적 길이와 압력 관계.
Fig. 8. Static length-pressure relations of artificial air muscle.
여기서 b 는 표면 한 가닥의 실, n 은 한 회전에 대해 감긴
수를 나타낸다. 에너지 변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린더 모
양의 인공근육이 에너지의 손실이 없고 저장을 하지 않는다
면, 인공근육의 들어가는 일과 나오는 일은 같다고 볼 수 있
으며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Win = Pg dV , dWout = − FdL,

그림 7. 공압식 인공근육의 외형구조.
Fig. 7. Geometry of the artificial air muscle.
−1  d1

θ1 = cos 


2

+ d 22 − l12 

2d1d 2 

dW = dW
in

(9)

가 얻어진다.
III. 공압식 인공근육
본 연구에서는 DULEX의 손가락과 손목의 폄 동작을 위한
구동기로서, 공압식 인공근육을 적용하였다. 공압식 인공근
육은 내부의 고무 튜브, 나일론 섬유의 표면, 봉인마개 그리
고 금속 링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6참조). 인공
근육은 내부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축되며, 인간의 근육
운동 형태와 유사하게 동작한다. Chou와 Hannaford는 공압식
인공근육의 팽창력, 길이 그리고 압력을 이용하여 수학적 모
델 식을 세웠다[20]. 본 논문에서는 인공근육의 기초 실험을
위해 [20]을 참조하였다. 단, 모델에서 인공근육의 가운데 부
분은 완벽한 실린더로써 가정하고, 다양한 직경은 무시하였
다. 그림 7은 우리가 사용한 인공근육의 기하학적 형상을 나
타낸다. 인공근육의 직경은 D, 길이는 L 로써 정의하고, θ
는 실린더의 수직 축과 감긴 실 사이의 표면 각도라 하면
D, L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 sin θ
nπ
L = b cos θ

D=

(10)
(11)

(13)

식 (13)에서 힘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변으로 넘겨 정리하
면 아래의 식과 같다.
F=

본 논문에서는 d1 , d 2 를 각각 38.42mm, 150.59mm 로 정
하였고, 그 결과 설계변수는 각각 β = 59.46°, θ 2 = 13.44°

out

(12)

Pg b 2 (3cos 2 θ − 1)
4π n 2

(14)

이제 식 (11)과 (14)으로부터 압력과 길이에 대한 힘의 관계
를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Pg b 2  3L2

− 1
2 
2
4π n  b


(15)

상수 b, n 은 앞에서 제시된 완벽한 인공근육의 압력과
길이 그리고 힘 관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식 (15)
의 상수 값들은 인공근육 표면의 여러 가닥의 실이 이루는
격자형 모양으로부터 그 값이 결정되며[21], 각각 b =17.368mm,
n = 3.0588 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학적 모델 식을 이용하여 인공근육의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기초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시뮬레
이션을 한 도구는 MATLAB을 사용하였다. 실험에서는 인공
근육에 정해진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100kPa ~ 600kPa 의
압력을 주입하여 부하가 가해진 인공근육의 길이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8은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기초실험의 결과
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기초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
한 측정된 전체 인공근육 길이의 최대 오차는 4mm 였으며,
최대 표준편차는 2.41mm 였다. 기초실험 결과로부터 측정된
인공근육의 길이가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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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설계된 손가락 기구부.
Fig. 9. Designed finger mechanism.
그림 12. 공압식 인공근육 제어시스템.
Fig. 12.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of artificial air muscle.

그림 10. 설계된 DULEX
Fig. 10. Designed DULEX.

그림 11. 알루미늄과 ABS로 조립된 링크부.
Fig. 11. Fabricated link parts composed of aluminum and ABS.
IV. 실험
1. DULEX 설계 및 제작
1.1 손가락 설계
기구학적 해석과 인체 치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토타
입 DULEX를 설계하였다. DULEX의 설계에 있어서는 기구의
회전 중심이 사용자 손가락 관절의 중심에 일치되는 것에 중
점을 두었다. 중-말절골 손가락 기구는 손가락 고정을 위한
밴드가 통과하여 감싸지도록 제작하였다[22]. 그리고 굽힘 또
는 폄 동작 시 동작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stopper를 설계

하여 동작의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근육에 무리
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9는 설계된 DULEX의 손가락
기구부를 나타낸다. 굵은 화살표는 기절골 링크를 당기는 와
이어를 나타낸 것이다. 인공근육의 수축된 길이가 손목의 각
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손목 관절의 중심에 회전 풀
리(pulley)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손의 좌우 측면에만 고정하도록 설계하고 가운데 부
분은 별도의 기구 연결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그림
9, 10 참조). 프로토타입의 제작에 있어서, 손가락 기구의 모
든 링크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두께 1mm 알
루미늄 재질과 합성수지 ABS와의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1.2 손목 설계
손목은 양 옆에 회전 중심의 역할을 하는 손목관절이 있으
며, 동일한 축에 풀리가 삽입되어 있다(그림 10참조). 풀리는
인공근육과 기절골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가 기구와의 마
찰 없이 지나도록 배치되어 있다. 팔 등에는 구동기 역할을
하는 3개의 인공근육이 장착되어 있으며, 팔꿈치 지점에 위
치한 인공근육의 고정 위치는 최대 수축 및 이완된 길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거리가 정해졌다. 그리고 손목이 과도하게
폄 또는 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 등에 stopper를 설
치하여 동작 각도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구의 팔에는
2개의 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팔을 감싸서 고정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2. 인공근육의 제어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한 DULEX는 인공근육의 수축에 따라 기
구가 폄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목표 폄 각도가 입력되면
해당하는 인공근육의 압력이 선정되고 압력을 피드백 제어
함으로써 폄 각도를 제어하도록 하였다. 컴프레셔에서 생성
된 공압은 밸브를 통해 인공근육에 입력되고, 이 압력은
0kPa~650kPa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압력센서 (SPD100 GA,
Smartec Co.)에 의해 측정된다. 압력센서에 의해 측정된 압력
은 MCU에 전송되고, PD 제어 ( K P = 5, K = 1) 를 통해 목표
I

압력을 추종하게 된다. 다양한 부하에 따른 손가락의 폄 동
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인공근육의 길이를
감지하여 피드백제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공근육의 특성 실험으로부터 인공근육의 압력과 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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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13. 실험환경.
Fig. 13. Experimental setup.

 a 2 + b2 − x2 
ρ = cos −1 

2ab



(16)

ϕ = 360° − (129.52° + ρ )

(17)

θ = 180° − (ϕ + 16.2° )

(18)

실험 결과 DULEX의 기절골 각도는 그림 15와 같이 85°의
운동범위를 보였으며, 이것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6은 DULEX의 손
등을 수평으로 유지하여 기절골의 폄 각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 타낸다. 초기 굽힘 각도 25°에서부터 최대 폄 각도 -15°로
기절골의 ROM이 4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ULEX
에 가해지는 부하가 중력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되므로 폄
동작 시 기절골의 각도 변화에 따라 ROM이 가변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기절골의 측정된 각도 40°가 기구
의 ROM 85° 내에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데이터 글로브를 이용한 DULEX의 제어
그림 17은 본 연구에서 제작된 프로토타입 DULEX을 보
인다. DULEX의 몸체는 ABS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작하였
으며, 인공근육을 장착한 전체 중량은 504g이다. 사용된 인공
근육은 길이210mm이다. DULEX에는 총 3개의 인공근육을

그림 14. 손가락의 운동범위 해석용 기구학 모델.
Fig. 14. Kinematic model for analysis of finger’s ROM.
변화관계를 테이블화 하여 압력으로부터 길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1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근육
제어 시스템을 보인다. 검지와 나머지 세 손가락 그리고 손
목을 구동하기 위해 사용된 3개의 인공근육을 각각 제어하
도록 하였다.
3. DULEX의 각도측정 실험
우리는 그림 13과 같이 실험환경을 구성하고, 인공근육의
길이 변화에 따른 기절골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서는
근육이 구축(contracture)된 상태에서의 스트레칭 훈련을 가정
하여 DULEX의 기절골 초기각도를 최대 굽힘 각도 θ = 60°

그림 15. 측정된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
Fig. 15.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measured results.

로 하였다. 따라서 DULEX의 기절골에 중력 방향으로 1.5kg
의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III 장으로부터 인공근
육의 길이에 대한 기절골의 각도 관계는 해석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실험 시 측정되는 인공근육의 압력은 컴퓨터 모
니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4는 DULEX의 기절골 각도 θ 를 측정하기 위한 기
구학적 해석을 나타낸다. x 는 손목의 회전 중심으로부터 기
기절골까지의 와이어 길이이며, 인공근육에 연결된다. a, b

(a = 28mm, b = 88.6mm) 는 고정된 길이다. 와이어의 길이

x 의 변화에 따른 기절골 각도는 고정된 사잇각을 통해 다

그림 16. 실험결과: 근육의 길이와 폄 각도.
Fig. 16. Experimental results: muscle length and extension angle.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착용형 손 재활훈련기기, DULEX

그림 17. 프로토 타입 DULEX.
Fig. 17. Prototype DU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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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개발한 데이터 글로브
(data glove) [23]를 이용하여 DULEX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사
용자의 건측 손에 데이터 글로브를 착용하고, 검지와 나머지
세 손가락 그리고 손목의 굽힘 정도를 측정하고, 컴퓨터로
전송한다. 컴퓨터에서는 입력된 굽힘 각도에 대한 목표 공기
압력을 설정하여, DULEX 제어기로 전송하여, 인공근육의 압
력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실험에서는 그림 18(a)에서와 같이 9가지의 손의 동작에
따른 DULEX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측정은 각 동작별로 약
40초식 총 400초 동안 수행하였다. 그림 18(b)는 데이터 글로
브를 착용한 건측의 손가락과 손목의 각도 변화에 따라 제어
된 DULEX의 압력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먼저 데이터 글로
브를 착용한 손의 1번 자세에서는 손목을 중간 각도로 유지
하며 검지와 나머지 세 손가락을 굽힘 자세로 유지한다. 이
때, 인공근육 제어기에서는 손목의 중간 각도 유지를 위해
약 300kPa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손가락에
는 인공근육의 이완을 위해 대기압(100kPa)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손의 7번 자세에서는 손가락을 쥐고 손
목을 폄 상태로 유지하여 검지를 편 자세이다. 검지 손가락
과 손목의 폄 자세를 위한 압력이 약 500kPa로 유지되고 있
으며, 세 손가락의 굽힘에 사용되는 공압근육은 대기압을 유
지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쥠 동작과 폄 동작에 따라 데이터
글로브의 출력 각도가 변하며 그에 따라 인공근육을 제어하
기 위한 압력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Hand posture

(b) Measured pressure and the angle of the finger and wrist
그림 18. 데이터 글로브 연동 제어 실험결과.
Fig. 18. Experimental results controlled by dataglove input.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뇌졸중에 의한 상지 편마비 환자의 손목과
손가락 관절의 폄 운동범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착용
형 손 재활훈련기기 DULEX를 제안하였다. 우리는 기기의
동작 궤적을 사용자 손 관절의 운동궤적에 일치시키도록 병
렬기구를 이용하여 설계하였고, 각 링크의 길이와 위치는 기
구학 해석의 결과로부터 결정하였다. 또한 기절골의 폄 각도
를 제어하기 위하여 인공근육의 압력에 따른 수축 길이변화
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각도를 추정하여 제어할 수 있는 제
어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실험으로부터 우리는 기구에 가해
지는 착용자 손의 부하 변화가 DULEX의 운동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았다.
향후에는 부하 변화의 영향도 고려하여 폄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와, 제작된 DULEX를 이용한 임상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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