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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년 만 명이었던 국내 뇌졸중 환자의 수가2007 49 9,522

년 만 명으로 년간 증가한 것으로 보고2012 55 6,640 5 11.4%

되고 있다 이러한 뇌졸중 환자의 약 는 치료를 받더라. 73%

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어느 정도의 편마비 증세를 지니

고 생활하게 되며 지속적인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재[1],

활운동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편마비 환자를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재활의료 기

기로는 상지재활로봇 중에선 하지재활로Armeo Power [2],

봇으로는 이 있다 두 로봇은 많은 임상시험을Lokomat [3] .

통하여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지만 큰 부피와 무거운 중량,

으로 인하여 치료실과 같은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쓰이고

있으며 뇌졸중 환자가 개월 사이의 아급성기에서 꾸준, 1~3

한 재활운동을 통해 가장 큰 치료효과를 보인다는 점 에[4]

서 기존 재활로봇의 시 공간적 제약은 증가하고 있는 재활,

치료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시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병원을, ,

벗어난 공간에서도 편마비 환자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한

재활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체 착용형의 외

골격 로봇이 각광받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외골격 타입의 재활로봇으로는 Rewalk

와 가 있다 둘 모두 하지재활을 돕는 로봇[5,6] Ekso GT [7] .

으로 는 최근 미국의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Ekso F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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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반신 마비환자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며 화Rewalk

제가 된 바 있다 반면 상지 재활로봇의 경우. CAREX [8],

등이 있으나 는 이동성이 부족하고MyoPro CAREX , MyoPro

의 경우 팔꿈치와 손목의 자유도를 보조할 수 있으나 팔2

의 상완부 제어는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상.

지외골격 로봇이 있으나 대부분 근력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외골격 로봇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 재활치료의 용도로는

부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지 편마비 환자가 일상생활에.

서 착용하여 일상생활 보조 및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가능

한 상지 외골격 로봇을 제안한다.

상지 외골격 로봇 설계개념II.

설계개념1.

일상생활에서 환자가 외골격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골격 로봇 착용 시 발생하는 피로도를 최소화하여야 한

다 외골격 로봇이 사용자에게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크게 무게와 유연성이 있다 따라서 제안된 설계개념에서는.

전체적인 무게의 경량화와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존 로봇

들이 동력전달 시 사용하던 무겁고 단단한 링크를 제거하

고 밴드와 줄을 이용하여 방식의Tendon-driven underactuated

구동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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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로봇의설계콘셉트.

Fig. 1. Design concept of Proposed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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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구동방법을 사용할 경우Tendon underactuated 3

자유도인 어깨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의 줄을 이용한2 2

자유도의 구동기만으로도 조인트와 기구부의 정확한 정합

없이 그리고 어깨와 로봇 사이의 간섭 없이 자유도의 위2

치 제어가 가능하다.

제안된 설계 개념의 검증2.

줄 개를 사용하여 외골격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우선2

팔의 목표 회전각에 따른 팔의 위치를 을 사용D-H notation

해 계산하였다 그림 와 같이 어깨의 조인트를 개의 회전. 2 2

조인트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시 표 과 같이1 D-H

가 설정된다parameters .

아래 식 과 같이 를 사용하여(1), (2), (3) D-H parameters

줄이 연결된 밴드의 위치 를 계산할 수 있다D,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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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는  프레임에서 프레임의 좌표로 변환시켜

주는 동차변환행렬을 의미하며 와 은 각각 와 

축을 기준으로 회전 변환하는 행렬을 의미한다.

계산된 의 위치와 어깨 위에 고정된 행거의 위치D, E

사이의 거리가 줄의 길이이므로 초기 줄의 길이와 목A,B

표회전각에 따라 계산된 줄의 길이의 차가 줄의 필요 수축

길이가 된다 따라서 그림 과 같이 줄의 필요 수축 길이를. 3

시스템의 입력으로 하고 모터엔코더 값을 사용해 계산한

실제 줄의 수축 길이를 출력으로 하는 제어기를 구성할PID

수 있다.

그림 는 제안된 설계개념의 상지 외골격 로봇이 외골격4

구조물 없이도 자유도의 어깨 모션의 유도가 실제로 가능2

한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된 시험대로 어깨 자유, 2

도 및 엘보우 자유도의 사람팔을 모사하는 기구물에 제안1

된 외골격 로봇이 장착된 모습이다 어깨의Tendon-driven .

관절부에 개의 엔코더를 장착하여 팔의 회전각을 측정하2

였으며 등 뒤에 연결된 모터와 팔에 연결된 밴드를 통, DC

하여 동력을 전달하였다.

개의 서로 다른 테스크에서 시험대를 사용하여 회전각4

추종실험을 수행한 결과 목표회전각 대비 실제 추종 회전

각의 최대각이Root Mean Square Error (RMSE) 3.45로,

성인남성의 팔 길이 를 팔의 길이로 가정하였을 경우59cm ,

말단부의 위치 오차가 평균적으로 발생함을 확인3.55cm

할 수 있었다 또한 축에서 줄의 필요 수축 길이에 따. , X, Y

른 실제 수축 길이를 측정한 결과 이내의 오차로 추종1cm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체 사람팔의 동작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약 내의 오차범위로서 무시할만한 범3.2%

위의 오차라고 할 수 있다.

표 2. 시험대의테스크별실험결과.

Table 2. Each task’s test result in Testbed.

RMSE

(deg)


max 


max 


max 


max 


max 


max 


max 


max 

 2.32 1.63 3.45 2.12

 1.57 1.02 1.42 3.13

그림 2. 외골격로봇의기구학.

Fig. 2. Kinematics of Exoskeleton robot.

표 1. 자유도기구의 파라미터2 D-H .

Table 1. D-H parameters of 2 DoF device.

Frames    

1()     

2()    

3()    

C-D    

C-E    

그림 3. 시험대의제어블록선도.

Fig. 3. Control block diagram of Testbed.

그림 4. 제안된콘셉트의실험을위한시험대.

Fig. 4. Testbed for test of propose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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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축별수축길이분석결과X, Y .

Fig. 5. Contraction length analysis in X, Y axis.

상지 외골격로봇 설계III.

힘 분석1.

방식을 사용한 외골격 로봇 제작 시 구동기Tendon-driven

에 요구되는 출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힘 분석을 행하였

다 그림 의 각 기구부의 길이들과 중력 그리고 팔에 작. 6 ,

용하는 중력을  평면에 사영시켜 줄의 필요장력과 길

이사이의 관계를 구하면 식 와 같다(4) .

sin


sin


 
sin (4)

마찬가지로 평면에 사영시킬 경우 식 를 얻을 수(5)

있다.

sin


sin


 
sin (5)

식 와 를 연립하여 줄의 필요장력을 계산하면 식(4) (5)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

    (6)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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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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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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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 ∙sin

식 을 바탕으로 행거의 위치변화에 따른 줄의 수축장(6)

력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그림 과 같이 어깨조인트인. 6 

점을 기준으로 행거 점의 위치를 에 두었을 때(A ) [20,20,20]

와 이를 기준으로(Nomal) , , 축으로 각각 씩50mm

증가시킨 의 좌표로 행거의[70,20,20], [20,70,20], [20,20,70]

위치를 변화시켰을 때 요구되는 장력의 크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팔의 회전범위는.  ,  의 넓은 영역

에서 동작시키고 이때 팔의 무게는 길이는 무4kg, 170mm,

게중심은 점으로부터 인 지점으로 설정하였으며190mm

그 결과는 그림 과 같다7 .

시뮬레이션 결과 행거의 높이 가 낮을 시 어깨의 조인(H)

트와 행거의 위치 사이의 거리가 짧아 축 , 축 방향으

로 행거의 위치가 이동할 경우 팔을 회전시키기 위해 큰

힘이 요구되었다 반면. 축 방향으로 행거의 위치를 이동

시 최대 요구장력이 으로 감소하였다115N .

그림 6. 힘분석도식.

Fig. 6. Force analysis scheme.

그림 7. 힘분석시뮬레이션결과(H=20mm).

Fig. 7. Simulation result of force analysis(H=20mm).

그림 8. 힘분석시뮬레이션결과(H=100mm).

Fig. 8. Simulation result of force analysis(H=100mm).

제안된 개념의 로봇에서 행거의 높이가 낮을 경우

요구장력이 점차 증가하였으므로 기본적인 행거(H=20mm)

의 높이를 어깨 조인트 점 기준 로 높인 좌표(O )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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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20,20,100] , , 축 별로 씩 증가시킨100mm [120,20,

의 위치에서 요구장력을 시뮬100], [20,120,100], [20,20,200]

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과 같으며. 8 축

방향으로 행거의 위치를 이동시켰을 때 필요장력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축 방향으로 이동시 가장 큰 장력이

필요했다 이는 주어진 테스크. = , =에서 팔의

위치가 축에 가까워 팔과 줄이 이루는 각이 작아 줄의

장력 대부분이 팔을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

이다 단 이 경우 또 다른 행거의 위치 점에서. , (B ) 축에

가까운 팔을 들어올리기 위한 장력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

을 보였다 따라서. ,  두 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

면서 요구 장력을 감소시키는 축 선상에 행거의 위치를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때 팔을 들어올리기 위한 필요.

장력은 일정수축지점을 지나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줄꼬임 구동기2.

방식을 사용할 경우 단단한 링크를 사용하Tendon-driven

지 않아 가볍고 유연한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팔을 들어올.

리기 위한 충분한 토크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큰 파워의 모

터 또는 고 감속비를 지니는 기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시스템 전체의 중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고 감.

속비의 기어를 사용할 경우 기어사이의 마찰로 인한 에너

지 손실과 의 부재 큰 관성모멘트로 인한Back-drivability ,

위치제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줄꼬임 구동기(TSA:

를 사용한 구동방법을 채택Twisted String Actuator) [9-11]

하기로 하였다.

줄꼬임 구동기는 일종의 감속기로 줄을 풀리에 감아서

거리변화를 유도하지 않고 꼬아서 수축시킬 경우 동일한,

길이의 수축에 필요한 모터 회전량은 증가하지만 줄을 수

축시키기 위해 모터에 요구되는 힘이 분산되어 필요토크가

감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줄꼬임 구동기를 사.

용할 시 강성이 크고 무거운 기어 대신 줄을 사용하여 감

속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볍고 유연하다는 장점 또

한 지니고 있다.

를 적용한 상지 외골격 로봇3. TSA

줄꼬임 구동기를 상지 외골격 로봇에 적용 시 또 다른

장점은 보다 최적화된 구동기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줄을 단순히 감아서 수축시킬 경우 구동기가 생성하는 최

대 수축력은 일정하므로 팔을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최대

필요장력을 모터의 최대 토크가 충족시켜야 한다 반면.

를 사용하여 줄을 수축시킬 시 는 수축길이에 따라TSA TSA

기어비가 감소하는 비선형적인 형상을 보이며 이는 힘 분

석에서 수축 길이가 일정 지점을 넘어설 때 필요장력이 점

차 줄어든 현상과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줄꼬임 구동기.

와 행거의 위치를 최적화시킬시 단순히 감는 방식에 쓰이

는 모터보다 작은 출력의 모터를 사용가능하여 로봇의 전

체적인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은 줄꼬임 구동기를 적용한 상지외골격 로봇의10

프로토타입으로 분배기를 사용해 줄꼬임하는 줄의 길이를

로 제한하고 을 사용하여 줄의 이동경로40cm Bowden Cable

를 유도하였다.

제안된 프로토타입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활분

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가 진행되었다 키내트mirroring test .

를 활용하여 건측의 팔의 각도를 측정하고 이를 외골격 로,

봇이 추종하여 환측의 팔이 건측 팔의 동작을 모사하여 움

직이는 실험이 진행 되었다 그림 은 에 활. 11 mirroring test

용된 제어 블록선도이다.

슬레이브 측 팔의 회전각은 줄꼬임 구동기의 수축길이

모델인 식 을 사용하여 추정된 줄의 수축길이와 역(7), (8)

기구학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9. 줄꼬임구동기 의기본개념(TSA) .

Fig. 9. Basic concept of Twisted String Actuator(TSA).

그림10. 를적용한상지외골격로봇의프로토타입TSA .

Fig. 10. Prototype of upper limb exoskeleton robot applying TSA.

그림11. 프로토타입의제어블록선도.

Fig. 11. Control block diagram of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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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줄꼬임구동기의수축길이모델.

Fig. 12. Contraction length model of TSA.

그림13. 프로토타입의 실험결과Mirroring .

Fig. 13. Mirroring test result of Prototype.


cos (7)

∆ 



cos (8)

실험결과 제안된 외골격 구조 및 구동기의 가능성은 확

인 가능하였으나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오차는, RMSE

이 2.12 이 3.05였으며 줄꼬임 구동기의 느린 수축

속도로 인해 슬레이브가 마스터를 추종하는 시간이 느려졌

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줄꼬임 구동기의 최대 수축길이

는 줄의 초기길이의 약 로 그 이상 수축 시 줄35~45% [10]

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팔을 들어올리기 위.

한 의 수축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줄의 초기길이를15cm

로 다소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모40cm ,

터와 분배기 사이의 거리에 의해 큰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

여 프레임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

가속기 풀리기어4. TSA ( )

는 가볍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대수축거리TSA

의 한계로 인해 부피가 크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지닌

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TSA

위한 추가적인 장치를 제안하였다.

그림 는 서로 다른 직경을 지니는 풀리가 서로 결합14

풀리기어되어 줄꼬임 구동기에 연결된 장치이다 는( ) . TSA

작은 직경의 풀리에 연결되고 들어 올리고자 하는 하중은

큰 풀리에 연결한다 이 때 가 구동되면 작은 풀리가. TSA

회전하고 같이 결합된 큰 풀리가 작은 풀리와 같은 각만큼

회전하여 더 긴 거리를 같은 시간에 감소된 힘으로 수축하

는 일종의 가속기 역할을 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의. , TSA

필요이상으로 높은 기어비가 있는 구간에서 기어비를 일정

부분 희생하는 대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이다.

그림 는 에 의 직경비를 지니는 풀리기어의15 TSA 4.8:1

적용 전후를 비교한 실험결과로 시간에 따른 줄의 수축길/

이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동일한 모터 회전수에서 실제.

수축길이가 풀리기어를 적용할 경우 약 배 증가함을3.812

확인하였다 사용된 풀리의 직경비와 실제 수축길이의 비.

율 차이의 원인은 그림 과 같이 줄이 풀리에 감긴에 따16

라 풀리의 직경이 변화하는 것이 원인으로 식 와 같이(9)

줄의 굵기를 포함한 직경을 계산하여 실제 수축길이비를

추정 시 평균길이비가 로 의 오차범위 내에서 계3.84 0.73%

산되었다.

 




 







  (9)

 줄의 가닥수: ,  줄의 초기 꼬임 각: ,  풀리의 회전각: ,

 작은 풀리의 직경: ,  풀리의 목표 회전각: ,  풀리:

폭,  줄의 굵기:

그림16. 줄의굵기로인한풀리직경의변화.

Fig. 16. Changes in pulley diameter due to the thickness of the

string.

그림14. 줄꼬임구동기감속기.

Fig. 14. Speed enlargement device of TSA.

그림15. 풀리기어실험결과.

Fig. 15. Test result of Pulley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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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풀리기어를적용한 상지외골격로봇.

Fig. 17. Upper limb exoskeleton robot applying Pulley Gear.

가속기를 적용한 상지외골격 로봇 제작 및 실험5. TSA

그림 과 같이 가속기풀리기어와 를 상지외17 TSA ( ) TSA

골격 장치에 적용하여 새로운 상지외골격 로봇이 제작되

었다 의 직경비를 지니는 가속기를 사용하였으며. 24 : 5 ,

프로토 타입의 외골격 로봇에서 줄의 경로를 가이드하기

위해 사용한 을 제거하고 풀리기어타입 가속Bowden-cable

기를 가이드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장치에 의한 부피 중량,

의 증가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초기 프로토타입에서 줄꼬.

임 구동기의 긴 초기길이에 의해 모터와 분배기 사이에

큰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여 이를 보강하기 위한 프레임을

설치해야했던 반면 새롭게 제작된 상지외골격 로봇에서는,

짧아진 줄의 초기 길이로 인해 추가적인 프레임이 불필요

하여 더 가벼운 중량의 상지외골격 로봇의 제작이 가능하

였다.

새로 제작한 상지외골격 로봇의 전체 무게는 약 으3.6kg

로 주철로 이루어진 행거의 프레임을 경량화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가벼운 무게를 가질 수 있었다 제작한 상지.

외골격 로봇은 그림 과 같이 목표회전각에 따른 줄의 필18

요 수축거리와 풀리기어 축에 연결된 엔코더를 사용해 측

정된 줄의 수축거리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제어기를PID

사용하여 제어했다.

모션 캡쳐 장비인 을 사용해 팔의 현재Perception Neuron

위치와 목표위치를 계산하여 프로토타입과 같은 Mirroring

실험을 하였으며 실험결과는 그림 와 같다 측정된, 19 .

오차는RMSE  ,  이며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모터를 사용했음에도 배 이상의 추종속도를 지닐3

수 있었다.

그림18. 상지외골격로봇의제어블록선도.

Fig. 18. Control block diagram of upper limb exoskeleton robot.

그림19. 상지외골격로봇실험결과.

Fig. 19. Test result of upper limb exoskeleton robot.

결론IV.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 보조 및 지속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볍고 유연하며 착용가능한 상지외골격, ,

로봇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외골격 로봇은 유연성을 유지하.

면서 착용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줄꼬임에 기반한 구

동방식이 채택되었다.

힘 분석을 통해 줄의 요구 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거

의 위치를 선정하였고 줄꼬임 구동기가 지닌 수축거리에,

따른 수축력의 비선형성과 수축길이에 따라 요구장력이 감

소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사하여 줄꼬임구동기 사용 시

풀리에 감아서 거리변화를 유도하는 것보다 효율적임을 보

였다.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텐던에 기반하여 필요한 정밀도

의 위치제어가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실제 피실험자의 몸에 착용 후에도 동일한,

성능을 나타냄을 사용자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높은.

기어비를 가지지만 느린 속도 성능을 가지는 줄꼬임 구동,

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높은 기어비를 일부 희생,

하더라고 속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풀리기어기반의 가

속 미케니즘이 제안되었으며 하드웨어 제작 및 피실험자,

실험을 통하여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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