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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로봇의 모델 불확도를 고려한 상지재활로봇의

채터링 없는 슬라이딩 모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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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 to develop human body’s posture supervised robots, gave the push to researchers to think over dexterous design 
of exoskeleton robots. It requires to develop quantitative techniques to assess human motor function and generate the command 
to assist in compliance with complex human motion. Upper limb rehabilitation robots, are one of those robots. These robots are 
used for the rehabilitation of patients having movement disorder due to spinal or brain injuries. One aspect that must be 
fulfilled by these robots, is to cope with uncertainties due to different patients, without significantly degrading the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propose chattering free sliding mode control technique for this purpose. This control technique is not only 
able to handle matched uncertainties due to different patients but also for unmatched as well. Using this technique, patients feel 
active assistance as they deviate from the desired trajectory. Proposed methodology is implemented on seven degrees of freedom 
(DOF) upper limb rehabilitation robot. In this robot, shoulder and elbow joints are powered by electric motors while rest of the 
joints are kept passive. Due to these active joints, robot is able to move in sagittal plane only while abduction and adduction 
motion in shoulder joint is kept passive. Exoskeleton performance is evaluated experimentally by a neurologically intact subjects 
while varying the mass properties. Results show effectiveness of proposed control methodology for the given scenario even 
having 20 % uncertain parameters in system modeling.

Keywords: robot control, nonlinear systems, chattering free robust sliding mode control, upper limb rehabilitation robot, 
wearable robot, wearable robot

Copyright© ICROS 2015

I. 서론

매년 미국에서만 750,000회의 뇌졸중이 발병하고 있으며 

이중 600,000회 이상은 초발 환자이다[1]. 이것은 40초당 한

명씩 뇌졸중이 발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뇌졸중 환자 중 

85%는 후유증으로 인한 상지와 하지의 편마비가 발생되고 

이러한 환자의 대부분은 빠른 일상생활 복귀와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활을 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

다. 이러한 재활치료에 있어 과거에는 물리치료사 혹은 작

업치료사가 재활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로봇을 활

용한 재활치료가 많은 의사와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제안 

및 적용되어지고 있다[2-4,21]. 로봇을 이용한 치료는 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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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사는 그들의 고된 업무량을 줄

일 수 있다. 또한 로봇은 재활치료 부분의 속도나, 방향, 힘
과 같은 물리적 인자를 측정함으로서 환자의 상태나 회복 

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능적 평가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5]. 
이러한 목적으로 재활을 위해 개발된 외골격 로봇의 제

어 방식은 로봇의 비선형적 특성과 사용자의 동적 파라메

터를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단순하게는 미리 결

정된 경로를 통해 인체의 골격이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재

활 프로그램을 위한 제어기법으로 PD [6,7], PID [7,8]와 같

은 선형 모델과 제어기가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선형 제어

기에서는 모델의 비선형성을 외란으로 고려한다 할지라도 

비선형성을 가진 모델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10]. 따라서 선형제어기와 함께 비선형 제어

기법인 Computed torque control [6,7] 혹은 Impedance control 
[7,9]을 활용한 연구도 진행되어 졌다. Simple computed 
torque control은 느린응답이나 저크(Jerk)현상 때문에 Robust 
control이나 Passivity based robust control이 적용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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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다루기에는 유용하지 않고 특히 저크의 경우 환자

들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활을 위한 로봇 

제어에는 적합하지 않다[10]. 이것들 외에 Factious gain 
[11], Fuzzy adaptation [12], Adaptive control [13,22]과 같은 

다른 몇 가지 제어 기법이 제안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어

기법은 산업용로봇에 유용하지만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

봇, 특히 재활운동을 수행하는 로봇에는 저크 문제나 과도

한 추정 이득(Estimated gain)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Adaptive control은 상당히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요구하는

데 이것은 실험실 수준에서는 적절하지만 사업화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하드웨어 비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모델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선형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SMC (Sliding Mode Control)이 사용된다[14]. 
하지만 SMC는 부호함수로 인한 채터링(Chattering)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구동기에 좋지 않은 영향과 동작 제어의 어

려움을 야기 시킨다. H.Tian 등이 CFSMC (Chattering Free 
Sliding Mode Control)을 개발하여 산업용 로봇에 적용한 사

례는 있지만[15] 재활을 위한 로봇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

는 것이 특징이므로 산업용 로봇의 제어를 적용하기는 어

려움이 있다. Rahman 등은 이를 재활로봇에 적용하기 위해 

지수형태로 수렴하는(Exponential reaching) SMC를 개발하였

지만 적용대상 환자가 바뀔 경우 제어이득을 다시 조정해

야 하는 문제가 있다. Xu등은 강건한 CFSMC를 제안하였지

만[16] 하나의 항에서 채터링 현상이 여전히 존재함이 알려

졌다[17].
본 논문에서는 재활치료를 위해 다양한 환자가 사용하더

라도 강건하게 대응이 가능한 CFSMC를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상지의 재활을 위해 개발된 2자유도 로봇에 적

용, 같은 실험 조건에서 RCTC (Robust Compute Torque 
Control)와 BASMC (Boundary Augmented Sliding Mode 
Control)와 비교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동역학적 모델 및 제어기 설계

제어 알고리즘 제안과 평가를 위하여 2자유도의 재활로

봇과 인체의 팔을 고려하여 동역학적 모델을 구성 하였다. 
로봇과 인체의 팔은 단일 강체로 간주하였다. 전체 시스템

의 동적 거동은 다음과 같다[10].

    
(1)

여기에서 ∈ 와 
은 각각 관절 각도와 관절 각속도이

다. ∈ × 은 관성행렬, ∈ × 는 코리올리 

및 원심력 행렬, ∈는 중력에 관한 벡터, 는 

마찰력에 관한 벡터이다. 는 관절 구동토크를 뜻하며 

는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람의 힘이다.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같은 방식으로, 예측 모델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에서 은 예측 값이다. 예측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

한 제어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16]. 

    


     

 
  

(5)

여기에서 는 sliding surface를 이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7)

1. 가정

본 연구에서의 주요 가정은 matched uncertainty와 

unmatched uncertainty에 관한 것으로 임의의 상한값에 제한

된다고 가정 하겠다.
1.1 가정1

첫 번째 가정은 unmatched uncertainty가 다음과 같이 제

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  (8)

1.2 가정2

두 번째 가정은 시스템 모델링에서의 matched uncertainty

는    이고  ≤    일 때 

∈ ×  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며 는 matched uncertainty의 상한 값 이다.

기존의 연구에서의 관성 상한선 는 주로 특정한 값을

갖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와 는 관

절 각도 와 관절 각속도 
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주목해

야 한다. 이점이 기존의 제어기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

어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어기 이득 를 얻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식

의 자세한 내용은 증명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9)

여기에서 다음의 방정식으로 부터 를 얻을 수 있다.

 



   

 

      i f   

   i f   

 



   



     i f   

(10)

2. 증명

폐루프 수렴을 증명하기 위하여 Lyapunov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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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장치 구성.
Fig. 1. Experimental setup.

여기에서 
은 다음과 같다.

    
 (12)

식 (2)를 이용하여,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 할 수 

있다.

        

 


(13)

식 (5)와 위의 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14)

가정2로부터 다음의 관계를 알 수 있다.




  (15)

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14)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16)

여기에서

      
     

(17)

그리고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

여기에 가정1에서 언급된      에 대한 상한값

을 적용하여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19)

이득값 가 다음과 같다면, 위의 방정식은 negative 
definite임이 증명된다.

 
       

 

        
   

(20)

위 식은     를 위해서 다음의 식을 통해 

를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1)

위의 식은   일 때 타당하며,   일 때에는 식

(10)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각각의 수준에서 타당한 식이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

그리고 제어기 이득값을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23)

  와    의 조건으로 인해 채터링 현상이 발생

하게 되지만 모든 채터링 현상이 감소하면서 채터링에 관

한 항이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III. 실험 검증

1. 실험 장비 및 환경

제안된 알고리즘의 적용과 검증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인체 착용이 가능한 2자유도 외골격 로봇을 이용하였다. 2
자유도 로봇은 견관절의 굴곡/신전, 주관절의 굴곡/신전이 

가능하다. 로봇과 인체는 상박, 하박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상대적 움직임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인체 관절 동작범위

를 벗어난 구동이 불가능 하도록 기구적인 제한을 두어 실

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예방하였다. 두 관절은 하모

닉기어를 포함하는 모터로 구동이 된다. 또한 엔코더로 각

도 신호를, 하박 체결부에 힘센서를 부착하여 인간-로봇 상

호작용력을 측정할 수 있다. 구동 모터의 최대 토크는 견관

절 45 Nm, 주관절 25 Nm이며 이는 수동운동으로 재활 프

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구동력을 제공한다. 제어 알고

리즘과 제어 인터페이스는 NI사의 LabVIEW와 FPGA 모듈

을 사용하였으며 제어 주기는 5ms 이다. 실험은 25~30세의 

근골격계 및 뇌신경계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3명을 실시하였으며 체중분포는 62~80 kg, 신장은 

170~180 cm 이다.
2. 제어성능 비교 대상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자의 2가지 제어기에 대해 비교 평가를 진행하였

다. 하나는 RCTC (Robust Compute Torque Control)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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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CTC제어기의 견관절, 주관절 추종 오차.
Fig. 2. Shoulder and Elbow Joint Angle Error with RCTC.

그림 3. BASMC제어기의 견관절, 주관절 추종 오차.
Fig. 3. Shoulder and Elbow Joint Angle Error with BASMC.

그림 4. 제안된 제어기의 견관절, 주관절 추종 오차.
Fig. 4. Shoulder and Elbow Joint Angle Error with Proposed 

Method.

그림 5. 다수 피험자에 대한 RCTC 제어기의 RMS 오차.
Fig. 5. RMS Error for Subjects with RCTC.

그림 6. 다수 피험자에 대한 BASMC 제어기의 RMS 오차.
Fig. 6. RMS Error for Subjects with BASMC.

고 다른 하나는 BASMC (Boundary Augmented Sliding Mode 
Control) [14] 이다. 

먼저 RCTC의 제어식은 다음과 같다.

  
 

 
 

(24)

이때 는 비례이득 은 미분이득 이며 는 불확실성 

이다. RCTC의 경우 제어를 위해 조정해야 하는 파라메터

는 (은 시스템의 자유도,   )으로 원활한 제어를 위

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BASMC의 제어식은 다음과 같다.

 





 


 ·

(25)

여기에서 는 제어이득으로 다음의 식에서 도출 된다.


 

   (26)

3. 실험결과

제어기 평가를 위해 각 실험을 20회 반복 수행하는 방식

으로 앞 절에서 언급한 제어기와 비교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평가의 정확도를 위해 제어기의 제어 이득이 

한번 설정 된 후에는 피 실험자에 따른 변경을 하지 않았

다. 서로 다른 대상 3명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이동 경로 내의 추종 오차와 변화를 관찰하여 비교

하였다. 
먼저 그림 2에서 RCTC의 추종 오차가 최대 20°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그림 3에서 BASMC의 추종 오차는 

최대 12°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에서와 같이 본 연

구로 제시된 제어기의 추종 오차가 최대 4° 밖에 되지 않

는다.
제어기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공학적 조건이 다

른 3명의 실험자의 경로 추종 에러를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MS) 분석해 보았다. 그림 5를 통해서 RCTC
가 인체공학적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BASMC 또한 상지 재활 로봇에 적합하지 않

다는 것으로 그림 6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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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수 피험자에 대한 제안된 제어기의 RMS 오차.
Fig. 7. RMS Error for Subjects with Proposed Method.

서 제시하는 제어기의 경우 그림 7에서 보듯이 주어진 경

로를 상당히 정확히 추종하며 피 실험자의 변화에 대해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4. 고찰

RCTC에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제어기의 이득

값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득값을 조절하거나 

동적 모델을 변경하는 과정은 각 사용자에 맞게 반복 되어

야 한다. 재활분야의 경우 다양한 환자가 다양한 인체공학

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RCTC와 BASMC를 적용하기 위

해서는 각각 환자에 맞는 이득값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어기의 경우 허용하는 물리적 범

위 내에서 사람의 부드러운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불확실

성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

하다. 게다가 치료 효과에 따른 사용자 상태의 생리학적 변

화(예를 들면 강성)는 제어기에 의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제어기를 이용하여 능동적 재활운동을 수행

할 경우에도 사용대상자의 동역학적 변화와 상관없이 환자

의 잘 추종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IV. 결론

본 논문은 환자의 팔에 대한 인체공학적 변수의 변화에 

적합한 상지 재활치료 로봇의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어기는 제어성능 평가를 위한 2자유도 재활 로봇을 이용

하여 평가되었다. 제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기존의 연구자

가 제안하였던 RCTC 및 BASMC를 이용하여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번 설정한 제

어이득은 실험과정 중 변경되지 않았다. 제어기의 경로 추

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3명의 다양한 신체조건을 가진 

피실험자에 대해 제어기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

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어기를 사용 할 경우 RCTC 나 

BASMC 보다 환자의 인체공학적 조건에 의한 동역학적 불

확실성에 대응하여 더 나은 제어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어기의 강건함이 

상지재활치료로봇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지재활

로봇 외에 다양한 재활 치료용 로봇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동역학적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되는 로봇에

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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