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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중추 신경계 또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신체기능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태의 환자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며 그에 따른 불편을 겪는다.[1] 그래서 

환자의 신체기능 전체 혹은 일부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재활 로봇이 개발되고 있으며 여러 

병원에서 환자들의 임상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현재 상용화 된 재활로봇은 고가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병원이나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법이 간단하면서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재활로봇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환자의 분포가 많은 

상지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재활 운동 단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에 필요한 신체궤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5-bar 평면형 재활 로봇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로봇의 기구학적 

해석을 통하여 재활로봇으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2. 상재 재활 운동 분석 

 

상지 재활을 위한 치료로써 Bobath, Rood 

등의 신경발달 치료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1]  

치료 이후, 환자의 회복 단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B-Stage(brunnstrom-stage) 기법을 사용하 

고 있다.[2] B-stage기법은 Fig. 1(a)와 같이 왕복 

직선운동의 간단한 동작에서 Fig. 1(b)와 같은 

복잡한 비선형성 운동 동작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환자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기존의 재활기구는 단순 반복 운동으로 B-

Stage 에서 낮은 단계의 운동에는 적합하나 좀 

더 높은 단계의 재활 운동에는 한계가 있다.[3] 

따라서 평면형으로써 간단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다 궤적을 구현할 수 있는 5-bar 

병렬로봇이 적합하다.  

 
3. 다 궤적 구현의 재활 로봇 

 

3.1. 5 bar 병렬 로봇의 자유도 해석 

환자의 재활치료에는 다양한 궤적이 

요구되며 움직이고자 할 때의 저항력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하여 고정밀도와 

고강성을 가지며 2개의 구동기를 가지는 5-bar  

상지재활을 위한 평면 다 궤적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기
구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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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ulti-trace Motion Of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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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5-bar Parallel Manipulator 

 

병렬로봇을 선정하였다.  

5-bar병렬로봇은 Pick and Place 작업등의 산 

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Fig.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5-bar 병렬로봇은 

Gruebler’s Formula 에 의하여 2-DOF 을 가지며 

2개의 구동기가 필요하다. 

 

3.2. 작업영역 

재활 운동시 로봇의 작업영역에 따라 환자의 

ROM(Range Of Motion)의 범위가 결정된다. Fig. 

3(a) 는 5–bar 병렬로봇의 작업영역이다. 

로봇은 주어진 작업영역 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평면형 궤적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S 의 영역은 로봇의 특이점으로 인하여 

작업영역의 제한이 있다. 

 

3.3. 구동기 재배치에 따른 작업영역 

특이점으로 인하여 제한된 작업영역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 구동 방식으로 극복 할 수 

있으나 비용, 유지 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다. 

특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구동기의 

재배치를 통하여 회피하는 것이다.[4-5] Fig 3(b) 

는 구동기의 위치 변경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5-bar 병렬로봇은 

작업영역 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평면형 

궤적을 제공함을 보였다. 이것은 5-bar 로봇의 

구조가 기존의 재활기구에 비해 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궤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특이점으로 인한 

작업영역의 한계는 구동기의 재배치를 통하여 

극복 가능하며 재활 치료 시 환자의 특성에 

맞추어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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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kspace of 5-bar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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