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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지 재활 훈련 관련하여, 기존에는 전적으로 

재활치료사의 경험 및 주관에 의존하여 수행되었

으나, 최근 들어 재활치료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면

서 객관화 된 재활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자 여러 

종류의 재활 로봇들이 개발되어 효용성을 검증하

고 있다. 한편, 3D 운동보다 2D 평면 운동이 상지 

재활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한 임상 실험 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D 평면 운동 

생성이 가능하면서, 기존 다관절 매니퓰레이터 구

조 대비 singularity로부터 자유로운 모바일 타입 

2D 평면 운동형 재활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타입 2D 평면 운동형 재활 로봇 

개발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의 

핵심적인 구조물 즉 모터, 휠, 그리고 모터로부터 

휠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부가 장착되는 베이

스 플레이트를 대상으로 구조 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과, 모달 해석을 통한 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컨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3장에

서는 핵심적인 구조물인 베이스 플레이트를 대상

으로 수행한 구조 해석 결과, 그리고 4장에서는 

모달 해석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2. 모바일 타입 2D 평면 운동형 재활 로봇 컨셉

그림 1은 모바일 타입 2D 평면 운동형 재활 로봇

의 컨셉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크게 상부 손잡이

부와 하부 모바일부로 나눌 수 있으며, 하부 모바일

부는 메인 바퀴에 원주방향으로 여러 개의 보조 

 

Fig. 1 Concept Schematic diagram of proposed robot

 Fig. 2 Load and boundary condition

바퀴가 장착된 Transwheel이 앞 뒤로 배치되며, 그

림과 같이 앞 바퀴는 가로로, 뒷 바퀴는 세로로 

즉 90도를 유지한 채로 배치된다. 앞 바퀴는 조향 

기능을 수행하고, 뒷 바퀴는 견인력을 제공한다. 

3. 베이스 플레이트의 구조 해석

여기에서는 모터, 휠, 그리고 모터로부터 휠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부가 장착되는 베이스 플레

이트를 대상으로 구조 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에 

대해 기술한다. 

그림 2는 베이스 플레이트 3D 모델과 구조해석

을 위한 하중 조건과 구속 조건을 나타낸다. 상부 

손잡이 부와 체결되는 부위에 손잡이 부 무게와 

인체 팔 무게의 합으로 55N을 반영하였으며, 구속

조건으로 Transwheel이 체결되는 브라켓 4면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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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b) Deformation distribution

Fig. 3 Structural analysis results

정 조건으로 반영하였다. 사용한 물성치 정보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밀도는 2770kg/m^-3이며, 영

률은 71GPa, 포아송비는 0.33, 항복강도는 280MPa

이다. 그림 3은 등가 응력 분포와 변형량 분포를 

나타낸다. 주어진 전처리 조건에서 등가 응력은 

최대 11.634MPa로 항복강도인 280MPa 대비 1/24 

정도로 상당히 안전함을 알 수 있고, 경량화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변형량 분포에서 전자 

부품 배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터가 

배치되는 부위가 상대적으로 큰 변형이 발생되나 

최대 0.01mm로 모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베이스 플레이트의 모달 해석

다음으로 모달 해석을 통한 진동에 대한 안전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조물의 

진동은 가해진 가진 환경 및 구속 조건에 따라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강성 성분 중 가장 작은 

성분 순으로 진동 모드가 생성된다. 또한 구조물의 

진동 모드에서는 작은 외부 에너지에도 큰 공진이 

발생되고, 이 진동량이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를 넘어서면, 영구변형이나 구조 

파괴를 발생시킨다. 지면 관계상 그림 4에 모달 

해석 결과인 베이스 플레이트의 1차와 3차 모드만 

나타내었다. 1차 고유 진동수는 916.15Hz로 나타났

으며, 트위스트에 기인한 모드로 최대 변형량은 

좌우측 끝단에서 최대 134.24mm 발생되었다. 한편 

3차 고유 진동수는 1467.8Hz로 나타났으며, 그림

4(b)와 같이 3차 모드는 조합된 진동 모드를 나타낸

다. 즉 앞바퀴 체결부와 뒷바퀴 체결부를 기준으로 

(a) 1st mode shape

(b) 3rd mode shape

Fig. 4 Modal analysis results

 

나머지 부위에서 조합된 변형 형태를 나타낸다. 

이 경우 좌측 하단 부에 최대 175.38mm의 변형량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1차 주파수가 대표적인 가진원

인 모터의 작동 주파수를 상회하는 주파수이므로, 

모터 작동 중 모터에 기인한 구조 진동은 발생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지면과 휠에서 발생되는 주파수 요소가 베이스 

플레이트를 가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 검토

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타입 2D 평면 운동형 재활 

로봇 컨셉과 핵심적인 구조물인 베이스 플레이트

를 대상으로 수행한 구조 해석과 모달 해석을 통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로 플랫폼 완성도 

향상 그리고 제작과 실험을 통한 검증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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