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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신체의 기능 이상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며 이는 일상

생활활동 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간의 삶의 질을 윤택(ADL)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신체 기능 이상을 장애로 판[1].

명하고 기능회복을 위하여 수술 및 재활훈련을 수행한다.

그 중 재활훈련은 과거 재활치료사 작업 치료사 등에 의하,

여 재활부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복학습을 통하여 해

당 신경 및 근육을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활[1].

훈련은 단순 반복을 통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훈

련이 지속되면 훈련자의 수동적인 훈련으로 변모 되며 재

활치료사들의 인재 부족으로 환자의 재활 척도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로봇을 활용.

한 재활훈련 기기들이 연구 및 제품화가 되었으며 이들을

활용한 치료 사례가 재활 효과에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러한 임상효과를 바탕으로 재활 의학[6-10].

계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재활 치료에 다양한 형태로 연구

를 시도하고 있다[2,6-10].

재활 훈련 로봇은 크게 상지와 하지로 구분되며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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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지 재활 훈련 로봇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의.

상지 재활 훈련 로봇들의 연구는 대다수가 기존 CPM

장비에 대하여 사용자 안전(Continuous Passive Movement)

을 고려한 지능화 및 다양한 재활 운동 범위를 고려한 다

자유도 실현 등으로 기존 고유 기능을 향상한 형태로 연구

되었기 때문에 재활자의 자발적인 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재활을 요구하는 환측에 재활로봇[6-10].

장치을 부착하여 미리 프로그램된 재활 동작 순서대로 재( )

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 반영이 어려운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재활 환자의 능동적인.

재활 훈련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재활 훈련 대상군은 상지 편마비 환자군

이다 편마비 증상은 신체의 한쪽 근육의 경직이나 근력 저.

하가 발생되는 증상으로 주로 합병증으로 인한 차 발병이2

나 사고로 인한 근육손상 및 신경손상에서 비롯된다 편[3].

마비 증상은 크게 상지 편마비와 하지 편마비로 구분되며,

상지는 하지와 달리 왼쪽오른쪽의 상호작용이 긴밀하지 않/

기 때문에 환측의 적절한 재활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

치 된다면 향후 운동 능력 소멸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4].

상지 편마비 환자들의 재활훈련은 크게 기능적 전기 자

극 치료 운동 치료(FES: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신경발달 치료 등이 있다(Therapeutic Exercise), (Bobath) [4].

이러한 재활훈련 방법은 재활치료사의 접근훈련이 장기적

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재활 환자의[5].

부재로 인하여 이러한 훈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활 치료사의 도움을 최소화하면서 접근 훈련과

동일 재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의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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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편마비 환자의 건측정상팔을 활용한( )

양측성 재활 훈련 인터페이스 기법이다.

양측성 재활 훈련은 본래 뇌졸중 환자의 양손 협응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법으로 유사 훈련으로 거울매

개치료법이 있다 이러한 재활 운동의 효용성은 편측[6-10].

의 관절 가동 범위 증가 및 운동 기능 향상으로 다양한 연

구형태로 입증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로봇을 활용한[6-10].

양측성 재활 운동은 환측과 건측을 구분하지 않고 양쪽 팔

에 모두 기구 또는 로봇을 착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훈련.

법은 건측과 환측의 협응 능력을 통하여 재활의 효과를 증

대하지만 재활자의 흥미 유발이나 동기 유발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측성 재활.

훈련의 한 분야인 거울매개치료에서는 건측과 환측 사이에

거울을 놓고 거울에 투영된 건측의 모습을 보고 환측을 움

직이는 훈련을 수행한다 이 같은 방법은 거울 속에 투영된.

시각적 효과를 바탕으로 치료과정 중에 흥미 및 동기 유발

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러한 능동적 훈련을 로봇에 활용[6].

한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지 편마비 환자의 능동적 재활

운동을 위하여 선행 재활 연구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재

활 인터페이스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인터페이스 기법.

은 상지 편마비 환자의 건측 상지 운동정보를 추정하여 환

측에 착용한 재활 훈련 로봇의 관절에 묘사하는 방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이로센서와 가속도센서를 융합

한 운동정보 모듈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건측 운동정보를,

추정하는 방법과 재활 훈련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제어변

수 도출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건측 상지. II

자세 추정을 위하여 이기종의 관성센서 융합 방법을 서술

하고 장에서는 건측 상지 자세 추정 기법과 관절각을, III

검출하는 기법을 서술하였다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 IV

안하는 양측성 운동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기법의 검증 마,

지막으로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V .

상지 자세 검출을 위한 운동정보 모듈 설계II.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능동 재활 훈련을 위한 양측성 훈

련 인터페이스 기법은 기존 로봇을 활용한 양측성 운동 방

법과 달리 건측의 운동정보를 환측에 묘사하는 방법이다.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지 재활 훈련 로봇의 양1

측성 훈련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제어 블럭도 이다.

그림 과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작인식모듈을 이용1

하여 건측의 상완과 전완 운동정보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추정된 운동정보는 향후 재활 훈련 로봇의 관절각 제어.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활 운동 동작에 따른 신체동작추정 고려사항 및 요구1.

사항

상지 재활 동작은 일반적으로 그림 와 같이 팔 앞으로2

들어올리기내리기 팔 옆으로 들어올리기내리기 팔 벌려/ , / ,

회전하기 동작으로 구성 되며 추가적으로 팔꿈치 굽히기

팔목 회전하기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팔목[6-10].

회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축Roll, Pitch, Yaw 3

의 추정이 모두 요구되며 재활 훈련이 수행되는 장소가 실

내임을 감안하여 센서모듈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작추정 모듈의 구성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로 구성한다 상용 모듈에서. IMU

는 지자기 센서 또는 정보도 융합하지만 재활 훈련GPS

장소가 실내임을 고려하여 모듈 구성에서 배제하였다 본.

논문에서 요구되는 각도 추정 정밀도는 정밀기기제어가 아

닌 신체 동작 추정임을 고려하여 이내로 정의하였으며1°

각도 추정 알고리즘도 추정 정밀도 선정과 동일 이유로 추

정 정밀도 대비 연산량이 적은 알고리즘으로 정의하였다.

자세 추정 시 동작Flexion/Extension, Abduction/Adduction

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단독 또는 융합으

로 검출 가능하지만 동작은 축Internal/External Rotation Yaw

의 회전 동작으로 가속도 센서로 추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자이로스코프 센서만으로 해당 자세검출을 하도록 정의

하였다.

하지만 자이로스코프는 공정이나 모듈 제작 과정 및 온

도에 의해 바이어스 값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도 추정 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9].

팔꿈치 동작이 요구되는 재활 동작 구현을 위하여 팔꿈

치 관절각 추정이 필요하다 팔꿈치 관절은 어깨 관절의 하.

단 관절로 상박과 하박의 연결 링크 이다 팔꿈치 관절 추.

정은 관성 센서로 추정 시 어깨의 변화에 따라 팔꿈치의

관절의 회전 중심의 기준이 가변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기법이 요구된다.

관성측정장치 기반의 동작인식모듈 설계2.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측정장치는 자이로스코프

축 과 가속도센서 축(Gyroscope) 3 (3DoF) (Accelerometer) 3

으로 구성된다(3DoF) .

그림 1. 상지재활훈련로봇의양측성운동을위한블록도.

Fig. 1. Upper extremity rehabilitation robot control method.

그림 2. 상지운동범위.

Fig. 2. Movement range of upper extre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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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보필터의개념도.

Fig. 3. The concept of the complementary filter.

가속도 센서는 순간적인 가감속 또는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출력한다 그러나 센서의 데이터 취득 시 순간 적.

인 가감속 변화에는 즉각적인 검출이 이뤄지지 못한다 이/ .

는 고주파 노이즈로 해석 가능하다 자이로스코프는 각[11].

속도를 적분하여 각도 값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산출 방법.

으로 인하여 자이로스코프의 드리프트 현상이 각도 산출

시 함께 적분되어 누적오차가 발생하며 이는 저주파 잡음

이 유입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12-14].

서는 가속도와 자이로스코프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상보

필터 를 적용하여 오차를 보정한다(Complementary Filter) . 1

차 상보필터는 그림 과 같다3 [12-14].

그림 과 같은 상보 필터는 앞서 제기한 저주파 통과 필3

터와 고주파 통과 필터로 보이지 않고 가속도로 산출된 각

도 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이로스코프의 각속도와 합치

고 시간에 따른 적분을 한 되먹임 구조이다 그러나 이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저주파 및 고주파 통과 필터의 조합

이다 수학적 접근은 차 상보필터에서 다루도록 한다. 2 .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상보필터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적분기가 적용된 차 상보필터를 설계하였다 이유는- 2 .

주파수 통과 필터는 차수가 높을수록 차단주파수의 감쇄율

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차 상보필터는 비례적분기를 입력으로 사용되며 자이2 - ,

로스코프의 각속도의 오차를 보정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비례적분기를 적용한 상보필터의 블럭도는 다음 그림 와- 4

같다.

즉 그림 와 같이 자이로스코프로 측정한 각속도에서 비4

례적분기의 출력을 제거하여 보정 각속도를 도출 후 적분-

을 통해 최종 각을 추정하는 형태이다 비례적분기가 적용. -

된 차 상보필터를 수2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과 같다(1) .

 


 


 










 (1)

식 을 정리하면 다음 식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1) (2) .

 




 




 (2)

위 식 를 통해 저주파 통과 필터와 고주파 통과필터로(2)

구성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보 필터 개념과 동일하다, .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보상 기법3. Drift

본 절에서는 를 통HDR (Heuristic Drift Reduction) Filter

해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바이어스 값을 샘플링 타임(Bias)

마다 제거하여 자이로스코프만을 이용하여(Sampling Time)

회전 운동의 재활 동작인 동작Yaw Internal/External Rotation

에 대한 자세를 검출의 오차를 개선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자한다 필터의 그림 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HDR 5

[15-17].

필터에서HDR 는 바이어스가 포함되지 않은 이상

적인 자이로스코프의 데이터이다 하지만 자이로스코프가.

데이터를 검출할 때 와 가 포함 되어 검출하게 된다.

는 자이로스코프에 움직임을 제거한 뒤 일정한 기간을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계산한 초기 바이어스 값이며, 는

시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바이어스 값이다.

는 작은 오차 에 민감하게 반응해야Binary I-Controller (E)

하지만 큰 오차자이로스코프의 움직임에는 둔감하게 작, ( )

용하여야하기 때문에 오차의 부호만 고려한다 따라서.

는 다음 식 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Binary I-Controllers (3) .

   (3)

식 에서(3) 는 상수이고 함수의 식은 식 와 같다SIGN() (4) .

 








 for  
 for  
 for  

(4)

여기서 는 자이로스코프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

터를 누적하여 평균을 구해 제거한다 그리고 미세하게 변.

하는 바이어스( 는 이전 데이터) (t = 와 차이에 따라 제n-1)

거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필터로 감소된 바이어스에서 남아있는HDR

바이어스 변화량을 저주파 통과 필터를 통해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안정화하였다 저주파 통과 필터는 다음 식 와. (5)

같다.

그림 4. 비례적분기가적용된 차상보필터- 2 .

Fig. 4. 2nd complementary filter which applied proportional

integrator.

그림 5. 필터의개념도HDR .

Fig. 5. The concept of HD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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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운동정보모듈내부블록도.

Fig. 6. Movement information module Internal Block Diagram.

 







 (5)

운동정보 모듈의 시스템 제어도4.

상지 편마비 환자들의 건측 상지 자세를 검출하기 위한

운동정보 모듈의 제어 블록도는 그림 과 같다6 .

운동정보 모듈은 의 의 관성측정센서InvenSense MP6050社

를 이용하였으며 을 통해 자이로스코프의 적분오차의 원①

인이 되는 바이어스 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터를 적HDR

용하였다.

은 가속도 센서의 물리적 잡음특성과 자이로스코프의②

적분오차 현상을 서로 상쇄하는 상보필터이다.

은 상지의 움직임에 따라 회전축이 가변되는 것을 보③

완하기 위해 상보필터 출력 데이터와 필터의 출력 데HDR

이터 적분 값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상지 자세를 검출하

게 된다 상지 움직임에 따른 회전축 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손바닥을 지면과 수직으로 하고 팔을 앞으로 들고 올.

리던 동작 중 팔꿈치를 굽힐 때와 손바닥을 지면방향으로

하고 팔을 옆으로 들고 올리던 동작 중 팔꿈치를 굽힐 때

이다.

상지 자세 검출을 통한 상지 재활 로봇 제어 변수 도출III.

양측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상지 재활 로봇의 제어

변수는 건측의 견괄절 및 주관절의 관절상태 값이다 관절.

의 상태는 관절 회전 축의 움직임 각도회전량를 의미한( )

다 회전량 추정은 축의 중심에서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나.

본 논문에서 추정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밀 동작이 아닌

재활 동작 추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건측 상지 견관절 어깨 관절 의 상태 추정1. ( )

상지 편마비 환자들의 건측 상지 자세를 검출하기 위해

차 상보 필터와 필터 적용된 운동정보모듈을 사용하2 HDR

였다.

운동정보모듈의 부착위치는 관절 회전축에 부착하는 것

이 데이터 취득에 용이하지만 정확한 회전축에 부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훈련자의 탈부.

착 및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상완과 전완의 위치를 선정하

였다 모듈의 부착 위치는 그림 과 같다. 7 .

그림 과 같이 관절의 회전축이 아닌 상완과 전완에서의7

자세를 검출할 경우 회전 운동의 원호에서 검출하게 되며

상완과 전완의 검출 방법은 그림 과 동일하다8 .

그림 의 좌측 그림과 같이 어깨와 팔꿈치가 중력방향으8

로 펴져 있는 초기자세에서 검출한 상지 자세각을 라고0°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으로 초기자세에서 관절 회전각과 관.

성 측정 장치에서 측정한 각도가 일 경우 관절의 회전0°

축 (

  과 운동추정모듈의 측정축) (




lim 의 직선 성분)

은 평행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전완 및 상완에서 측정한.

( 와) (
lim
은 동위각으로 같다고 가정한다) .

 ≒ 
lim (6)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상박에 부착한 운동정보모듈로

부터 어깨 관절의 Flexion/Extension, Abduction/Adduction

동작의 추정이 가능하다Internal/External Rotation .

건측 상지 주관절 팔꿈치 관절 의 상태 추정2. ( )

절에서 제안한 기법을 통해 관절 회전 중심에서의 회전2

각과 회전운동의 원호에서 회전각이 초기자세를 이용하여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법은 견관절의 회전.

각은 중력을 기준으로 하여 완전히 일치하나 주관절의 회

전각은 상완골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일 운동정보 모듈로는

정확한 주관절의 회전각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견관절 추정각과 상보하여 정밀한 주관절 각도를 추

정하는 관절각 추정기법은 그림 와 같다9 .

상완의 운동정보 모듈에서 검출한 상지 자세각은  

이며 견관절의 회전각과 동일하다 하지만 전완의 운동정보.

모듈에서 검출한 상지 자세각은 은 견관절의 회전각

(  을 포함하기 때문에 견관절 회전각을 제거하여 주)

관절 회전각( 을 추정한다 주관절 회전각 추정 수식) .

은 다음 식 과 같이 표현된다(7) .

= -  (7)

그림 7. 운동정보추정모듈의부착위치및실제부착위치.

Fig. 7. Ideal attachment position of inertial measurement unit and

real attachment position.

그림 8. 초기자세좌와관성측정장치검출방법우( ) ( ).

Fig. 8. The initial position (left) and inertial measurement unit

detection metho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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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관절각추정기법.

Fig. 9. Joint Estimation method.

실험 및 결과IV.

본 논문에서는 상지 편마비 환자들의 능동적인 재활 훈

련을 위하여 양측성 훈련이 가능한 인터페이스기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필터 성능 검증 실험HDR

과 상보필터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통해 운동정보 모

듈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엔코더를 기반의 인체의.

상지와 유사한 기구를 제작하여 견관절과 주관절 각도추정

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관절각 추정 기법을 검증하였다.

검증 실험을 위한 운동정보 모듈의 그림 과 같으며 사양10 ,

은 표 과 같다1 .

운동정보 모듈 실험 및 결과1.

필터 성능 검증 실험의 환경과 방법은 그림 과HDR 11

같다.

그림 과 같이 환경을 구성한 뒤 진자운동을 발생시켜11

필터의 적용전과 적용 후를 비교하여 적분 오차 발생HDR

정도를 분석 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2 .

그림 에서 필터를 적용하기 전 데이터에서는 적12 HDR

분오차로 인하여 일정 시간 이후 기준 값 대비 데이터가

발산되는 현상이 발현되었고 필터 적용 후에는 엔코, HDR

더 대비 의 일치율로 해당 오차가 소거되었음을 확96.52%

인하였다 필터의 적용 후 센서 드리프트는 시간당. HDR

약 로 회 재활운동 시간이 분 내외임을 감안한다0.034° 1 30

면 운동 정보 추정에 무리가 없는 오차이다.

그림11. 운동정보모듈실험환경좌 실험방법우( ) ( ).

Fig. 11. Movement information module test environment (left) test

method (right).

그림12. 필터성능검증실험결과HDR .

Fig. 12. HDR filter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 results.

그림13. 상보필터성능검증실험결과.

Fig. 13. Complementary filter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

results.

그림10. 운동정보모듈.

Fig. 10. Movement information module.

표 1. 운동정보모듈사양.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movement information module.

항목 사양

MCU STM32F405RGT

관성측정장치(IMU) MPU6050(6DoF)

통신방식 bluetooth(2.4GHz)

배터리 3.7V LiPo 130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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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필터의 검증 실험환경은 실험과 동일하게 진HDR

행하였다 검증은 상보필터의 각도와 엔코더 각도를 비교하.

여 필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에서 상보필터의 성능 실험결과 상보필터의 각과13

엔코더의 평균 오차각은 로 확인되었다0.041° .

위 두 실험을 통해 필터와 상보 필터의 오차보정수HDR

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운동정보 모듈의,

성능 또한 검증되었다.

견관절과 주관절의 상관관계 분석 실험2.

견관절과 주관절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절각 추정

기법의 정확도를 확인하여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실험 환경은 엔코더 기반으로 인체의 상지와.

유사한 기구를 설계하였으며 그림 와 같다14 .

엔코더의 각도를 실제 움직이는 견관절과 주관절의 데이

터로 사용한다 운동정보모듈에서 추정한 관절 회전각과 실.

제 관절 회전각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그림 와 같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상완에서의 운동정15

보 모듈에서 검출한 각과 엔코더 에서 도출된 견관절 각도1

추정 그래프는 그림 과 같다16 .

그림 에서 엔코더 에서의 영점과 운동정보모듈16 1 (IMU1)

중력기준의 축이 일치하기 때문에 견관절 회전각이 동일하

게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에서와 달리 그림 에서는 엔코더 에서의 영점16 17 2

과 운동정보모듈 중력기준의 축이 다르기 때문에 주(IMU2)

관절의 회전각은 변동하나 운동정보모듈에서 회전각은 변

동하지 않은 현상을 보인다.

그림 에서 상완 운동정보모듈 에서 측정된 각을16 (IMU1)

 이며 그림 에서의 전완 운동정보모듈 에서, 17 (IMU2)

측정된 각을 이다 따라서 식 을 적용하여 관절각. (7)

추정 기법을 적용한 결과 그림 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18 .

견관절과 주관절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전완의 운동정

보 모듈에서 측정한 각도는 견관절의 회전각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 를 적용한 결과와 실제. (4)

그림14. 인체의상지와유사한기구설계.

Fig. 14. A similar mechanism design with the human Upper

extremity.

그림15. 견관절단일운동실험.

Fig. 15. Single shoulder movement test.

그림16. 견관절운동에대한추정값비교.

Fig. 16. Comparing the shoulder movement estimation values.

그림17. 주관절운동에대한추정값비교.

Fig. 17. Comparing the elbowmovement estimation values.

그림18. 관절각추정기법적용후추정값비교.

Fig. 18. Comparing estimation values after applying the joint

estim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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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회전각을 비교한 결과 평균 오차각이 로 관절0.299°

각 추정 기법을 통해 주관절 회전각을 추정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통해 추정한 견관절 회전각과 주관절의

회전각은 상지 재활 로봇의 모터 구동의 제어변수로 활용

가능하다 이를 활용한 로봇은 상지편마비 환자의 건측의.

움직임을 환측에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성 운동이

가능하다.

결론V.

본 논문은 상지 편마비 환자들의 능동적인 재활 훈련

참여를 위한 상지 재활 훈련 로봇의 양측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상.

지 편마비 환자들의 건측자세를 추정하여 환측에 착용한

재활 훈련 로봇에 묘사하는 인터페이스 기법으로 기존 로

봇 및 기구를 활용한 양측성 운동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재활자의 자발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성센서기반의 운동측정모듈을 개

발하여 활용하였으며 활용 시 상지 움직임 추정에 용이하

도록 상보필터와 필터를 적용하여 추정의 정확도를HDR

보장하였다.

또한 건측의 상완과 전완에 개별적인 모듈을 부착하여

어깨를 기준으로 하는 팔꿈치 각도 검출 방법과 상지 재활

로봇의 제어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운동정보 모듈 검증 실험

과 견관절과 주관절의 상관관계분석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운동정보 모듈 검증 실험은 필터 검증 실험과 상보HDR

필터 검증 실험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험 결과,

적용전과 후의 비교를 통해 자이로스코프의 적분오차HDR

감소를 확인하였다 상보필터 실험은 엔코더에서 검출된 각.

도를 비교하였고 평균 오차각이 로 확인하였다0.041° .

견관절과 주관절의 상관관계분석 실험은 인체의 상지와

유사한 기구를 설계하였고 엔코더에서 측정한 각도를 실제

관절 회전각으로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상완에서의 운동정보모듈로 측정한 각도는 엔코더의(IMU1)

영점과 기준축과 중력기준의 축이 같아 견관절의 회전각이

동일하게 검출되었다 하지만 전완에서의 운동정보모듈은.

는 엔코더와의 기준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관절(IMU2)

의 회전각과 다르게 검출되었다 이는 견관절의 회전각이.

같이 검출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제안한 주관절 추정기법

을 적용한 결과 실제 주관절 회전각과 평균 오차각이

로 확인되었다0.299° .

본 논문에 제안된 방법으로 향후 상지 재활 훈련 로봇의

제어변수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인터페이스 방법을 통

하여 양측성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지 편마비 환자의

능동적인 재활 훈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된 내용은 팔꿈치의 각도 및 어

깨 관절의 각도 추정에 대한 내용으로 향후 본 연구를 통

하여 상지 재활 훈련 로봇의 관절각 제어 및 추정각 과 실

제 로봇 구동각의 일치율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더

욱 효과적인 양측성 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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