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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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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1 DOF hand rehabilitation robot i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ADL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To 

perform several ADL trainings, the proposed robot can move the thumb part and the part of 4 fingers simultaneously and realize the 

full ROM (Range of Motion) in grasp.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proposed robot realizes several types of grasp such as 

cylindrical grasp, lateral grasp, and pinch grasp by using a passive revolute joint that can change the thumb movement direction. The 

movement of the thumb is driven by a cable mechanism and the part of 4 fingers is moved by a four-bar linkag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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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腦卒中, stroke)은 흔히 중풍(中風)으로 불리며 암, 심

장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망질환 중에 하나로 단일 질

병으로는 사망률 1위인 심각한 질병이다[1]. 뇌졸중은 그 동

안 혈관의 노화로 인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되었으나, 

최근에는 식생활의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으로 나

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발병되고 있다[2]. 이에 따라 뇌졸중 

환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3]. 

뇌졸중 환자의 90% 이상은 편마비(hemiplegia) 증세가 나타

나게 되어 환 측(affected side)의 팔과 손, 다리에 걸쳐 반신마

비 장애를 갖게 된다[4]. 뇌졸중 환자는 이런 갑작스런 장애

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며 극심한 스트

레스와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5]. 

뇌졸중 환자의 재활 목적은 환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부분

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과정에서 손동작이 수반되므로 손 재

활은 꼭 필요하다[6].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은 몸통

과 가까운 관절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7]. 이런 이유로 

손 재활은 보통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게 되는데[8]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발병 초기부

터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환 측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어 관절 구축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된다[4]. 

뇌졸중 환자의 재활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전기자극치료,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

한 치료과정 중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치료사가 치료시간 

동안 환자와 1:1로 접촉해서 치료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사의 노동력이 가장 많이 요구 된다. 하지만 뇌졸중 환

자의 수에 비해 치료사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며[3] 환자는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 재활 로봇/장비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손은 총 16자유도로 모사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며 그 크기가 팔이나 다리에 비해 작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와 센서 등을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손 재활 로봇 연구는 사용된 액추에이

터 수와 구동장치부의 구조와 관련해, 로봇이 환자의 손과 

어떻게 접촉하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9]. 

첫번째 흐름은 손가락의 모든 관절과 접촉하는 방법이다

(그림 1(a)). 이 연구는 정상인의 손가락 움직임을 완벽히 모

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16자유도로 구성된 

일본 Gifu University의 손 재활 로봇[10]은 각 관절을 각각 제

어하기 때문에 관절 마다 개별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며, 손가

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일상생활 동작을 훈

련할 수 있다. 하지만 관절마다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사용해

야 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로봇의 각 관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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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 phalange contact method (b) Fingertip contact method 

그림 1. 손 재활 로봇의 두 갈래. 

Fig.  1. Two types of hand rehabilitation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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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람의 해부학적 관절들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착용이 

어렵고, 환자의 손가락 관절 사이의 길이에 따라 로봇의 각 

관절 사이의 링크 길이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흐름은 손가락의 끝이나 어느 한 부분만 접촉하

는 방법이다(그림 1(b)). RIC의 IntelliArm[11]과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1자유도의 간단한 CPM (Continuous Passive 

Motion) 장비[12]가 그 예이다. 이 방법은 구조가 간단하여 

착용이 편리하며 손 끝만 접촉하기 때문에 손가락 전체 길이

만 고려하여 로봇의 링크 길이를 조절하면 된다. 하지만 지

금까지 제안된 단순화된 로봇/장비들은 엄지손가락과 네 손

가락을 동시에 재활할 수 없고, 일상생활 동작에서 엄지손가

락이 중요함[13]에도 불구하고 엄지손가락에 대해 한 가지 

동작만을 수행할 수 있거나 관절가동범위에 제한이 있어서 

일상생활 동작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 

동작 같은 기능성 있는 동작은 단순 반복적인 움직임보다 환

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재활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손 재활 

로봇을 제안하고자 한다. 로봇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1자유도의 간단한 구조를 갖지만 엄지손가락과 네 손

가락의 동시 재활이 가능하다. 

(2) 완전히 쥘 수 있는 관절가동범위를 구현한다.  

(3) 일상생활 동작에 따른 엄지손가락의 움직이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1자유도로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동시에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4절 링크를 설계하였고 엄지손가락을 위해 케이

블 구동 메커니즘을 적용하였다. 엄지손가락의 움직이는 방

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동 회전 조인트를 설계하여 각각의 

일상생활 동작에 맞는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손 재활 훈련을 위한 치료 방법을 재활의학적인 관점에서 논

하고, 로봇으로 구현하기 위한 목표 작업을 설정한다. III 장

에서는 1자유도 로봇을 설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IV 장에

서는 3D CAD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 작업

을 위한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의 가동범위가 구현되는지, 

일상생활 동작이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V 장에서는 제작된 로봇의 사양 등을 설명하고 결

과를 요약하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한다. 

 

II. 목표 작업 분석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굽힘 공동운동(flexor synergy)이 발달 

되어 있어 환 측의 손을 굽힌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이 굽

혀진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펴주고, 일상생활을 동작 훈련을 

통해 환자가 원하는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졸중 환자의 복

합적인 재활 치료 과정 중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치료

사의 노동력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로봇을 통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면 부족한 치료사 수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치

료사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환자는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치료비의 부담

을 줄일 수 있다. 

1. 목표 작업  

1.1 물리치료 

스트레칭의 개념으로 환자의 손을 쥐거나 펴는 동작을 반

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관절이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절가동범위를 넓혀주기 위함이다.  

로봇을 통해 쥐는 동작과 초과 신전을 수행하도록 한다. 

1.2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같은 목적이 있는 동작 수행을 통해 환자에

게 치료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키고 손가락의 기능성

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과제 지향적인 훈련은 단순 반복적인 

훈련방법에 비해 치료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더 효과

적이다[14].  

로봇을 통해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동작에서 수반되는 다

음과 같은 쥐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작업 구현을 위한 생체 역학적 특성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의 자유

도, 공동운동(synergy), 관절가동범위, 길이/형상 및 재활을 위

해 필요한 힘/토크 등 생체 역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a) Full grasp (b) Hyper extension 

그림 2. 물리치료. 

Fig.  2. Physical therapy. 

 

(a) Cylindrical grasp (b) Lateral grasp 

 

(c) Pinch grasp 

그림 3. 작업치료를 위한 일상생활 동작. 

Fig.  3.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occupational therapy. 

 

 

 

DIP(Distal Interphalangeal) 

PIP(Proximal Interphalangeal) 

MCP(Metacarpophalangeal) 

CMC(Carpometacarpal) 

그림 4. 손가락 관절 위치와 명칭[14]. 

Fig.  4. Appellations of finger joints and their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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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앞서, 손가락 관절은 아래와 같이 한 손가락에 3개

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칭은 다음과 같다. 

2.1 손가락 공동운동 

손가락 관절은 독립성을 갖는 관절도 있지만 상호간에 종

속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공동운동이

라 한다. 네 손가락의 DIP와 PIP, 엄지손가락의 MCP와 CMC

는 다음과 같은 종속성을 갖는다[15]. 

ⓐ 네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공동 운동  

 

2

3
DIP PIP

θ θ=

 

ⓑ 엄지손가락에서 나타나는 공동 운동  

 

7
2( ),

6 5
= − =

MCP CMC MCP CMC

π
θ θ θ θ
굴곡 굴곡 외전 외전

, 

2.2 손가락 자유도 

네 손가락은 각각 2자유도의 MCP 관절, 공동운동으로 인

한 1자유도를 갖는 PIP와 DIP관절로 총 3자유도로 모사되며, 

엄지손가락은 1자유도의 IP 관절, 1자유도의 MCP 관절, 그리

고 2자유도의 CMC 관절로 총 4자유도로 모사되어, 손은 총 

16자유도를 갖는 시스템이다. 작업치료를 위해서는 엄지손가

락과 네 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2.3 관절가동범위 

물리치료를 위해서는 정상인과 같은 관절가동범위가 구현

되어야 한다.  

2.4 손가락 길이/형상 

다양한 환자들이 착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 길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 인체측

정조사[16]에 근거하여 20~60세 한국인의 90%가 착용가능 

하도록 설계한다. 손너비 70~89.5mm, 손길이 161.5~198.5mm, 

손두께 20.5~29.5mm 를 각각 조절 가능하도록 한다. 

환 측이 왼손, 오른손에 상관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양손에 착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5 재활을 위해 필요한 토크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할 때 필요한 토크는 [17] 논문에 

관절 별로 정리되어 있다. 요약하면 엄지손가락의 경우 

1.12Nm 네 손가락의 경우 2.32Nm로 동시에 재활할 경우 최

대 3.44Nm의 토크가 요구된다. 자료값은 치료사가 직접 측

정한 값으로서 이 토크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III. 1자유도 손 재활 로봇 설계 

1. 기구학적 설계 

1.1 네 손가락 

모든 관절 접촉 방법의 경우 다자유도로 구현되어 복잡하

고 길이 조정 등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손 끝 접촉 방법의 

경우 1 자유도를 통해 모든 관절가동범위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손 끝 접촉 방법을 이용하여 손끝의 움직임을 모사할 

수 있는 4절 링크를 설계한다. 이에 대한 개념 설계안은 그

림 5에 나타나있다. 손끝의 궤적을 모사할 수 있는 4절 링크

는 도해적 방법 (Graphical synthesis analysis)[18]을 이용하여 설

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6과 같이 신전과 굴곡을 구현 

하였다. 

설계된 4절 링크를 손의 양 옆에 배치하여 4절 링크 사이

에서 손이 위치하게 한다. 손가락 끝과 4절 링크는 길이 조

절 링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손가락 길이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 손가락 관절가동범위[14]. 

Table 1. ROM of finger joints. 

관절 가동범위 

네 손가락 

MCP 
초과 신전 0-45°

굴곡 0-90°

PIP 
신전 0°

굴곡 0-110°

DIP 
신전 0°

굴곡 0-70°

엄지 손가락 

CMC 

요측 외전 0-60°

척측 내전 0°

장측 외전 0-45°

장측 내전 0°

MCP 
초과 신전 0-10°

굴곡 0-55°

IP 
초과 신전 0-15°

굴곡 0-80°

 

 

그림 5. 4절 링크를 이용한 손끝 궤적 모사 개념 설계. 

Fig.  5. Conceptual design of fingertip path using four-bar  

linkage. 

 

(a) Extension (b) Flexion 

그림 6. 4절 링크를 이용한 네 손가락 움직임 설계. 

Fig.  6. Deesign of four fingers movement using four-bar linkage. 

 

(a) Adjustment link (b) CAD model of 4 bar linkage 

그림 7. 네 손가락 부분의 3D CAD 모델. 

Fig.  7. 3D CAD model of four finger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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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엄지손가락 

일상생활 동작을 구현할 때 쥐는 방법에 따라 엄지손가락

의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8(a) 열쇠를 

쥐는 동작에서는 엄지손가락의 움직이는 방향은 손바닥과 

평행한 방향이며, (b) 컵을 쥐는 동작에서는 손바닥과 약 

90°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는 네 손가락과 달리 엄지손가락

의 CMC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인트를 그

림 9와 같이 설계하여, 각 손동작에 따른 엄지손가락의 움직

이는 방향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 (a),(b)일 때의 

움직임은 그림 9(a),(b)에 대응된다.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위해서 케이블 구동 메커니즘을 

적용 하였다. 케이블 구동 메커니즘은 마찰과 백래쉬가 작다

고 알려져 있으며, 협소한 공간을 고려해 모터를 피동부와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원하는 위치로 떨어트릴 수 있다는 장

점을 갖는다[19]. 앞서 설계한 바와 같이 엄지손가락의 회전 

방향을 수동으로 조절 하더라도 엄지손가락에 동력이 전달

되게 하도록 케이블 구동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최종 설계된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은 그림 10과 같다. 

2. 동역학적 설계 

2.1 모터 및 기어비 선정 

앞의 II 장 2절에서 재활에 필요한 최대 토크가 3.44Nm임

을 확인했다. 재활로봇이 이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적합

한 모터와 기어비를 선택한다. 모터는 Maxon사의 EC-

i40(70W), 기어는 삼익 THK사의 CSF 100:1 하모닉 드라이브

를 사용하였다. 모터의 정격 토크는 58.2mNm이다. 하모닉 

드라이브의 효율이 약 70%임을 고려하면 58.2×100×0.70 = 

4074mNm ≈  4.07Nm > 3.44Nm 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2.2 링크 두께 선정 

링크의 적당한 두께를 선정하기 위해 SolidWorks 2010 

Simulation을 이용한 응력해석을 수행하여 각 링크의 두께를 

선정하였다. 

3. 안정성 설계 

3.1 하드웨어적 안정성 설계 

II 장에서 관절가동범위를 확인하였다. 손 재활 치료 도중 

로봇의 갑작스런 오작동으로부터 손가락이 과도하게 펴지거

나 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구학적으로 로봇의 가동

범위를 그림 11과 같이 제한하였다. 각도 제한을 기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적인 안정성 설계의 오작동이 일어

나더라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3.2 소프트웨어적 안정성 설계 

3.2.1 각도 제한 

모터에는 엔코더가 내장되어 있어서 움직인 각도를 측정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도가 가동범위를 벗어나게 되

었을 때 초기 위치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위치는 

환자의 굽힌 공동운동을 고려하여 살짝 쥔 상태로 설정하였다. 

또한 환자마다 가동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환자 

개개인의 조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3.2.2 토크 제한 

제어를 할 때 환자의 손에 가해지는 토크가 토크센서에 의

해 실시간으로 측정된다. II 장에서의 조건을 바탕으로 재활

치료를 수행할 때 필요한 최대 토크인 3.44Nm[17] 보다 큰 

값이 2초 이상 지속적으로 측정될 때 로봇이 초기 위치로 복

구하도록 설정하였다.  

앞의 기구학적, 동역학적, 안정적 설계를 바탕으로 최종 설

계된 손 재활 로봇의 CAD 모델을 그림 12에 정리하였다. 

 

(a) Closely parallel to the 

palm plane 

(b) Closely orthogonal to 

the palm plane 

그림 8. 엄지손가락 움직임 방향.  

Fig.  8. Movement direction of thumb. 

 

그림 9. 엄지손가락 방향 전환을 위한 수동 회전 조인트.  

Fig.  9. Passive Revolute joint for change of thumb movement d

irection. 

 

 

그림 10. 엄지손가락 움직임. 

Fig.  10. Thumb movement. 

 

 

그림 11. 하드웨어적 각도 제한 안정성 설계. 

Fig.  11. Hardware joint limit design fo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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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최종 3D CAD 디자인. 

Fig.  12. Final 3D CAD design. 

 

IV. 시뮬레이션 

1. 기구학 시뮬레이션 

3D CAD 모델을 이용하여 II 장에서 정한 목표 작업을 구

현할 수 있는지 SolidWorks 2010 Motion study를 통해 확인한

다. 관절가동범위가 구현되는지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일 때 충돌이 없는지 확인한다.  

1.1 물리치료 구현 확인 

그림 13에서 네 손가락이 완전히 쥐어졌을 때와 펼쳤을 때

의 움직임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작업치료 구현 확인 

II 장에서 목표 작업은 그림 3에 예로 나타난 쥐는 동작으

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III 장에서 엄지손가락의 

움직이는 방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조인트를 설계하였다. 

작업치료 그림 3(a),(b)일 때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은 그림 

9(a),(b)에 대응된다. 그림 9(a)와 (b)사이의 방향으로 엄지손가

락은 목표로 하는 일상생활 동작에 맞게 움직이는 방향을 조

절할 수 있다. 

그림 3(c)의 엄지손가락과 어느 한 손가락의 움직임은 그

림 14와 같이 4절 링크와 손가락을 연결할 때 어느 한 손가

락만을 연결하여 구현할 수 있다. 그림 16에서 제작된 손 재

활 로봇을 통해 이 동작이 구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역학 시뮬레이션 

목표작업 중 물리치료의 경우를 동역학 시뮬레이션 툴인 

SolidWorks 2010 Simulation을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시나리

오는 다음과 같다. 환자를 재활 하는 과정과 최대한 유사하

게 설정하였다. 환자의 네 손가락을 재활하기 위해 필요한 

토크를 힘으로 환산할 경우 손끝에 30N(=2.32Nm/0.07649m, 

네 손가락 재활에 필요한 토크 2.32Nm[17], 중지의 평균길이 

76.49mm[16])의 힘이 작용하는 것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설

계된 4절 링크 끝 단에 30N의 접촉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가

정한다. 환자의 손을 펼 때, 환자의 근 경직도에 인한 저항력

은 펼치는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펼치는 속도는 치료사가 

수행할 때와 비슷하게 2초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a) Hyper extension 

 
(b) Full grasp 

그림 13. 기구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목표 작업 구현. 

Fig.  13. Realization of target tasks using kinematic simulation. 

그림 14.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으로 쥐기 구현. 

Fig.  14. Realization of pinch grasp. 

 

 

 

그림 15. 동역학 시뮬레이션 및 결과 그래프. 

Fig.  15. Dynamic simulation and resul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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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펼 때 모터에서 얼마만큼의 토크가 요구되는지를 확인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토크가 약 -2.6 Nm로서 선정한 모터

로 구동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엄지손가락을 고려한 동시 움

직임은 케이블 구동 메커니즘을 SolidWorks 2010에서 구현할 

수 없어 접촉힘을 45N(3.44Nm/0.07649m, 네 손가락과 엄지손

가락 재활에 필요한 토크 3.44Nm[17])으로 가정하여 동일하

게 수행했을때 1.5배인 -3.9Nm(< 4.07Nm, III 장 2 참고)로 역

시 선정한 모터로 수행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C-

i40 모터의 특성곡선을 통해 저속에서는 더 큰 출력 토크 범

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을 고려한 1자유도 손 재활 로봇

을 설계하였다. 사람 손의 생체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

단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일상생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로봇은 1자유도로 구현되었지만 쥐는 동작에서 손가락 

관절가동범위를 모두 구현할 수 있어 완전한 쥐기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초과 신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동

작을 구현할 수 있다. 네 손가락 중의 일부만을 로봇과 연결

할 수 있고, 엄지손가락의 움직이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환자가 사용

할 때 손가락 길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길이 조절 링

크를 설계하였고 환 측의 부위에 상관없이 양손에 모두 착용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기구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작

업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동작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선정한 모터와 기어비는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치료를 수행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현재 개발된 로봇들과의 성능을 비교하여 표 2에 정리하

였다. 손 끝 접촉방법을 이용하여 1자유도로 설계되었지만 

위와 같은 장점들을 갖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 사용

될 수 있다. 설계된 로봇은 그림 16과 같이 제작된 상태이다. 

현재 목표작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종경로를 설계하고 제

어를 진행 중에 있다. 추후 계획은 이 로봇을 임피던스 컨트

롤 등을 통해 목표작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안정성

을 충분히 검증한 후, 충남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임상 실험

을 수행할 계획이다. 추후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여 재택치료

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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