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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6축 착용형 거울 치료 로봇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원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전공 

 

본 연구의 목표는 기존의 거울 치료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착용형 거울 치료 로봇 시스템의 개발이다. 특히 편마비 

환자의 재활치료를 도와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환영(Illusion)을 통한 착각으로 뇌를 자극하여 

재활 하는 것에 더하여 실제적인 거울상의 움직임을 환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자극을 뇌에 준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6축 착용형 거울 치료 로봇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건강한 팔의 

움직임을 계산해주는 모션 캡쳐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마비측 

팔을 거울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6축 착용형 외골격 로봇 

시스템이다. 모션 캡쳐 시스템에는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구속적인 방식인 자세방위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건측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사용자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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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기 외란에 의한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을 적용하였다. 6축 착용형 로봇 시스템은 사용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다양한 환자의 팔길에 따라 길이를 

조절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각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속적인 움직임에 따라 입력되는 값을 보간하고 궤도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으로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전체적인 6축 착용형 거울 치료 로봇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두 가지 시스템 중 모션 캡쳐 시스템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피험자의 앞에 

놓은 9개의 목표점에 리칭(Reaching) 동작을 수행하여 실제 공간 

좌표와 센서를 통해 계산된 좌표를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기준센서의 영향을 보기 위해 대조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확립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6축 착용형 거울 치료 로봇 시스템은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거울 

치료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재활 치료에도 사용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의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사람의 모션에 따라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 착용형 로봇을 이용한 근력증강 및 

일상 생활 보조의 영역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거울 치료, 착용형 로봇, 외골격 로봇, 모션 캡쳐 

학  번 : 2013-21034  



iii 

 

목차 

 

국문초록 ........................................................................................... i 

목차 ............................................................................................... iii 

그림 목차 ........................................................................................ v 

표 목차 ........................................................................................ viii 

1. 서론 .......................................................................................... 1 

1.1. 배경 ..................................................................................... 1 

1.1.1. 거울치료(Mirror Therapy) .......................................... 1 

1.1.2. 자세방위기준장치(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 AHRS) ...................................................................... 1 

1.1.3. 사원수(Quaternion) ...................................................... 2 

1.1.4.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2 

1.2. 연구 동향 ............................................................................. 3 

1.3. 연구의 목적 ......................................................................... 4 

2. 본론 .......................................................................................... 6 

2.1. 전체 시스템 구조 ................................................................. 6 

2.2. 6 축 착용형 로봇 .................................................................. 7 

2.2.1. 기구 구조 ...................................................................... 7 

2.2.2. 관절 구조 ...................................................................... 8 

2.2.3. 통신 구조 .................................................................... 13 

2.2.4. 기구 정의 .................................................................... 16 

2.2.5. 위치 보간 및 궤도 생성 .............................................. 17 

2.3. 모션 캡쳐 ........................................................................... 19 

2.3.1. 센서 착용 .................................................................... 19 

2.3.2. 기준 좌표계 재설정 ..................................................... 21 

2.3.3. Yaw 보정 .................................................................... 21 

2.3.4. 관절 좌표 계산 ............................................................ 22 



iv 

 

2.3.5. 역기구학을 이용한 관절각 계산 .................................. 23 

2.4. 시스템 프로그램 ................................................................ 27 

2.5. 실험 방법 ........................................................................... 29 

2.5.1. 실험 목적 .................................................................... 29 

2.5.2. 실험 설계 .................................................................... 30 

3. 결과 및 분석 .......................................................................... 33 

3.1. 전체 시스템 정확도 ........................................................... 33 

3.2.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분석 .......................................... 34 

4. 고찰 ........................................................................................ 56 

4.1. 실험 결과 고찰 .................................................................. 56 

4.2. 발전 방향 ........................................................................... 60 

5. 결론 ........................................................................................ 62 

참고 문헌 ...................................................................................... 64 

Abstract ....................................................................................... 66 

 

  



v 

 

그림 목차 

그림 1. 편마비 또는 환상통 환자를 위한 재활 치료로서, 거울을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거나 절단된 팔, 다리가 거울상에 의해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이용  

[2, 3].............................................................................................. 1 

그림 2. 현재 임상에 사용중인 대표적인 하지 재활로봇 시스템 

Lokomat 과 상지 재활 로봇 시스템 Manus[6, 7] ......................... 3 

그림 3. 전체 시스템 구성도: 모션 캡쳐 시스템과 로봇 시스템의 

세부적인 시스템 구성을 표현 ......................................................... 6 

그림 4. 6 축 착용형 로봇의 각 축에 따른 좌표계 설정 및 CAD 를 

이용한 실제 형상 비교 .................................................................... 7 

그림 5.  6 축 착용형 로봇의 1 번, 2 번, 4 번축을 이루는 기본 

구조에 대한 파트 별 분해............................................................... 9 

그림 6. 6 축 착용형 로봇의 3 번 축을 이루는 구조에 대한 파트 별 

분해 .............................................................................................. 10 

그림 7. 6 축 착용형 로봇의 6 번 축 관절 구조에 대한 파트 별 

분해 .............................................................................................. 11 

그림 8. 6 축 착용형 로봇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의 통신 구조에 대한 

구조도: PC 와 드라이버 간의 통신, 드라이버간 통신 그리고 각 

드라이버가 담당하는 움직임을 표현 ............................................. 13 

그림 9. 모션 캡쳐를 위한 AHRS 센서 시스템: 총 4 개의 AHRS 

센서를 이용하여 건측 움직임 값을 받아오고, 이를 무선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 ............................................................................... 19 

그림 10. AHRS 센서 착용 위치에 대한 해부학적 표현과 각 센서의 

착용 방향에 대한 설명 .................................................................. 20 

그림 11. 각 센서의 Yaw 각도 편차의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 22 

그림 12. 6 축 착용형 로봇 거울 치료 시스템의 UI(컨트롤 패널) 27 

그림 13. 전체 시스템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 각 루프에 따라 

담당하는 기능과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 ........................................ 28 

그림 14. 성능평가를 위한 장치 구성: 실험값 처리 프로그램, 센서 

시스템, 목표점 그리고 높이 조절 의자 ......................................... 31 



vi 

 

그림 15. 목표점 간 거리와 어깨점과 목표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좌표계 설정 ................................................................................... 32 

그림 16. 피험자 1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45 

그림 17. 피험자 2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46 

그림 18. 피험자 3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47 

그림 19. 피험자 4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48 

그림 20. 피험자 5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49 

그림 21. 피험자 6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50 

그림 22. 피험자 7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51 

그림 23. 피험자 8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52 

그림 24. 피험자 9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53 



vii 

 

그림 25. 피험자 10 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 54 

그림 26. X-Y 평면에서 본 한 피험자의 실험 값 분포 ................. 58 

그림 27.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실험값을 

기준 평면에 맞게 회전 변환 ......................................................... 59 

그림 28.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회전 변환의 전, 후의 실험 값 관찰: 

X-Y 평면 ..................................................................................... 59 

 

  



viii 

 

표 목차 

표 1. 6 축 착용형 로봇의 관절 별 담당하는 움직임과 그 움직임의 

한계각 설정 ................................................................................... 12 

표 2. 6 축 착용형 로봇의 각 축의 초기 설정 방식 ....................... 15 

표 3. 6 축 착용형 로봇의 구조에 따른 설정된 DH 변수: Li 는 각 

팔의 길이를 나타내고 7’의 관절은 손 끝의 방위와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 ...................................................................................... 16 

표 4. 어깨 관절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계에 따라 배치된 9 개의 

목표점 3 차원 공간 좌표 ............................................................... 32 

표 5. 기준 센서를 몸에 착용 했을 때, 목표점 별 영역에 따른 

성공률과 RMSE ............................................................................ 33 

표 6. 기준 센서를 장치에 고정했을 때, 목표점 별 영역에 따른 

성공률과 RMSE ............................................................................ 34 

표 7.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10.0cm) .................................................... 35 

표 8.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7.9cm) ...................................................... 35 

표 9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6.3cm) ...................................................... 36 

표 10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5.0cm) ............................................. 36 

표 11.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10.0cm) ........................................... 37 

표 12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7.3cm) ............................................. 37 

표 13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6.3cm) ............................................. 38 

표 14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5.0cm) ............................................. 38 



ix 

 

표 15.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목표점의 좌, 우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 .................................................................. 40 

표 16.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목표점의 상, 하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 ............................................................................. 41 

표 17.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목표점의 좌, 우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 ............................................................................. 42 

표 18.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목표점의 상, 하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 ............................................................................. 43 

표 19.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회전 변환 이후의 구의 반지름 별 

성공률의 변화 ............................................................................... 59 

 



1 

 

1. 서론 

1.1. 배경 

1.1.1. 거울치료(Mirror Therapy) 

거울 치료는 Ramachandran과 Rogers-Ramachandran에 

의해 처음 소개된 방법이다. 팔이나 다리의 절단 후에 나타나는 

환상통(phantom pain)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거울치료의 원리는 뇌신경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되고 재조직화 될 수 있다는 뇌 가소성(Neuroplasticity) 

원리이다. 이러한 거울 치료는 환상통뿐만 아니라, 복합통증증후군, 

말초신경 손상, 뇌졸중 등에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1] 

 

 

그림 1. 편마비 또는 환상통 환자를 위한 재활 치료로서, 거울을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거나 절단된 팔, 다리가 거울상에 의해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이용[2, 3] 

 

1.1.2. 자세방위기준장치(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 AHRS) 

자이로스코프센서, 가속도센서, 지자기센서를 이용하여 

기체의 3축에 대한 자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Ine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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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unit (IMU)와 다른 점은 AHRS의 경우에는 각 

센서들에서 오는 값들을 이용하여 내부적으로 자세 및 방위를 

계산하여 해를 주는 반면에, IMU의 경우에는 단순히 각 센서들의 

값을 제공하여 다른 장치에서 계산을 해야 하는 점이다. 센서의 

부정확성이나, 지자기의 교란에 의한 오차는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성 있는 자세 및 방위 정보를 

제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3. 사원수(Quaternion) 

수학자 해밀턴에 의해 고안된 축-각 표현을 수학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쿼터니언은 회전축 관련 변수 3개와 회전각 관련 

변수 1개를 하나의 4차원 복소수로 나타낸 것이다. 쿼터니언 

표현법은 오일러(Euler) 회전표현 방식에 비해 연산속도가 빠르고 

Gimbal Lock현상이 없다. 

 

1.1.4.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분석하는 다변량(multivariate) 

분석으로, 많은 변수들로부터 몇 개의 주성분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개별적 데이터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이 모여 하나의 분포를 이룰 때 이 분포의 주 성분을 

분석해 주는 방법이다. 즉, 주성분분석은 차원축소(dimension 

reduction)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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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향 

재활치료 영역에서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작업부하를 줄이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지 재활 로봇인 IMT사의 MANUS의 경우 많은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러 임상시험에서 유의한 재활 치료 효과를 

증명하였다.[4] 하지 재활 로봇의 대표적인 예인 HOCOMA사의 

Lokomat의 경우에도 착용형의 보행보조훈련을 도와줌으로써 

재활치료에 필요한 인력적인 요소와 정량적인 요소를 모두 충족한 

재활 로봇이다.[5] 

 

그림 2. 현재 임상에 사용중인 대표적인 하지 재활로봇 시스템 Lokomat

과 상지 재활 로봇 시스템 Manus[6, 7] 

 

거울치료 영역에서도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The mirror image motion enabler 

(MIME)은 거울치료 개념을 이용한 재활치료 시스템이다.[8, 9] 이 

시스템은 수직 다관절 로봇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말단에 손잡이를 

이용하여 건측 팔의 말단 위치의 거울상 위치를 환측팔의 

움직임으로 주어 거울 치료 효과를 준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경우, 

건측팔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한 복잡한 구조적인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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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다. 또한 단순히 말단 위치를 같게 해준다고 해서 정확한 

거울 움직임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각자의 관절각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자신의 

관절각을 통해 움직임을 구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착용형 로봇을 이용한 거울치료 로봇이 개발 되고 있다.  

이러한 건측 움직임 획득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착용형 

로봇을 이용한 거울치료 재활로봇 연구가 있다. 2개의 IMU 센서를 

이용하여 어깨와 팔꿈치의 움직임을 모사할 수 있는 

재활로봇이다.[10] 하지만 이 역시 2개의 IMU 센서를 사용하여 

기준위치에 대한 구속과 상지의 불완전한 운동 자유도 구현 문제가 

있다. 

IMU 센서 또는 AHRS 센서를 이용하여 모션 캡쳐를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1] 센서의 설계부터 사람의 

운동에 대한 반영, 그리고 오차에 대한 해결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거울 치료의 여러 대상 질환군 중,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로 대상을 국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거울 치료가 뇌졸중환자의 재활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12-15] 또한 

운동상상(Motor Imagery)과 동작관찰(Action Observation)에 

의해 뇌신경 자극 및 재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5 

 

발표되었다.[16] 단순 거울 치료의 거 뉴런의 자극을 통한 효과에 

더불어 운동상상과 동작관찰 효과를 더함으로써 더욱 나은 치료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치료효과의 증진뿐만 아니라, 건측(마비측이 아닌 

건강한 측의 팔)의 동작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값비싸고 

구속적인 모션 캡쳐 방식이 아닌 신뢰성 높고 덜 구속적인 AHRS 

센서 기반의 모션 캡쳐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착용형 거울 치료 로봇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동작훈련(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위한 착용형 로봇 연구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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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전체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6축 착용형 거울치료 로봇 시스템은 

건측의 움직임을 받아오는 모션 캡쳐 부분과 환측을 움직이게 하여 

거울 치료 효과를 주는 6축 착용형 외골격 로봇으로 구성 되어있다.  

 

 

그림 3. 전체 시스템 구성도: 모션 캡쳐 시스템과 로봇 시스템의 세부적인 

시스템 구성을 표현 

 

전체적인 시스템을 도식화 하여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사용자의 팔에 착용된 4개의 AHRS센서의 신호와 사용자의 

팔길이를 기준으로 팔꿈치, 손목 그리고 손끝의 3차원 좌표를 

계산한다. 계산된 좌표를 기준으로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문제로 해석하여 로봇에 필요한 각 관절 값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변환된 관절 값은 로봇으로 연속적으로 입력된다.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입력값은 관절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보간되고, 속도제어를 통해 궤도를 생성하게 된다. 광학 엔코더를 

통해 드라이버의 PI 제어기를 사용하여 신뢰성있는 움직임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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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시스템은 National Instruments 사의 

LabVIE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하였다. AHRS 센서 시스템의 

경우 E2Box사의 EBIMU24GV2 센서를 사용하였고, 6축 착용형 

로봇의 모터는 MAXON사의 모터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2.2. 6축 착용형 로봇 

2.2.1. 기구 구조 

거울 치료를 위해 설계된 6축 착용형 로봇은 그림 4와 같이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CAD 그림을 통해 전체적인 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4. 6축 착용형 로봇의 각 축에 따른 좌표계 설정 및 CAD를 이용한 

실제 형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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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팔 동작은 7축의 움직임이다. 3축의 어깨 

움직임(flexion/extension, abduction/adduction, internal/external 

rotation), 2축의 팔꿈치 움직임(flexion/extension, 

pronation/supination) 그리고 2축의 

손목움직임(flexion/extension, ulnar/radial deviation)임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로봇의 경우 손목의 움직임 중 

척골/요골편향(Ulnar/radial deviation)은 제외한 6축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유도의 로봇을 설계하였다. 

위 설계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교실과의 협동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의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손목의 움직임(내전/외전, 

굴전/신전)에 대해서도 1대1 움직임 매칭이 가능하도록 6축 착용형 

외골격 로봇으로 개발하였다. 

 

2.2.2. 관절 구조 

로봇의 관절은 총 3 종류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6번 

관절은 모터와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있다. 나머지 1번부터 5번 구조는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Flexion/Extension’구조는 그림 5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축은 1번, 2번 그리고 4번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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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6축 착용형 로봇의 1번, 2번, 4번축을 이루는 기본 구조에 대한 

파트 별 분해 

 

‘Motor mount’는 모터를 장착시키는 부분이다. 부착된 

모터에 의해 동력전달이 이루어 진다. 

‘Part A’ 고정부 역할을 하는 구조이고, ‘Part B’는 운동부 

역할을 한다.  

‘Coupling’과 ‘Part A-B connector’에 의해서 운동부로 

동력이 전달되는데, 백래쉬(Back-lash)를 제거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구조로 설계 되었다. 

‘Safety guide’는 사람의 ROM(Range of Motion) 보다 더 

움직일 수 없도록 기계적으로 안전장치를 구현한 것이다.  

‘Low-friction part’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 디자인 하여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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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Bracket’은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의 움직임에 대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림 6. 6축 착용형 로봇의 3번 축을 이루는 구조에 대한 파트 별 분해 

 

‘Rotation’구조 중 하나인 3번 축 구조의 경우에는 그림 

6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Outer guide’와 ‘Inner guide’의 경우 ‘Part A’와 ‘Part 

B’가 회전축 방향의 자유도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구조로 

인해 처짐을 방지 할 수 있다. 

‘Gear’에 의해 회전 움직임 동력이 전달된다. 



11 

 

 

그림 7. 6축 착용형 로봇의 6번 축 관절 구조에 대한 파트 별 분해 

 

‘Rotation’구조 중 5번 축 구조는 그림 7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번 축 구조와 달리 사용자의 로봇 착용의 편의성을 위해 

완전한 원통 구조가 아니라 구조가 복잡해졌다. 

‘Safety guide’는 회전 관절이 한계각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는 기능과 동시에 손목의 신전, 굴전 움직임을 위한 모터의 

부착 부를 제공한다. 

‘Gear’를 통해 ‘Part A’와 ‘Part B’의 움직임의 동력을 

전달한다. 특히 ‘Part A’는 고정부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Outer 

guide’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Inner guide’는 ‘Part B’구조를 고립시켜 회전 축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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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를 없애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축의 안전각도는 표 1과 같다. 

 

표 1. 6축 착용형 로봇의 관절 별 담당하는 움직임과 그 움직임의 한계각 

설정 

Body Part Motion Angle range 

Shoulder 

Adduction/Abduction 0°~120° 
Flexion/Extension 0°~120° 

Rotation(Internal/External) −90°~90° 
Elbow 

Flexion/Extension 0°~130° 
Pronation/Supination −35°~90° 

Wrist Flexion/Extension −45°~45° 
 

사용자에 맞추어 팔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길이 조절의 범위는 한국인 평균 남, 녀 팔길이 정보를 통해 

대부분의 남녀가 착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13 

 

2.2.3. 통신 구조 

 

그림 8. 6축 착용형 로봇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의 통신 구조에 대한 구조도: 

PC와 드라이버 간의 통신, 드라이버간 통신 그리고 각 드라이버가 담당하

는 움직임을 표현 

 

위의 그림 8은 6축 착용형 로봇의 통신 구조를 나타낸다. 

전체적인 명령에 대한 부분은 NI PXI에서 담당하여 명령을 주고 

받는다. 로봇을 구성하는 모터는 두 가지 다른 종류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손목의 굴전과 신전을 담당하는 부분의 모터를 경량으로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두 종류의 다른 드라이버와 통신하기 

위해 두 라인의 USB 통신을 구성하였다. 

손목을 담당하는 모터의 경우 2개의 모터를 묶어서 

구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모터를 동기화 하기 위해 TTL 

통신 방식을 이용하였다. USB 통신 규약을 TTL통신 규약으로 

바꾸어 주는 장치를 이용하여 Dynamixel embedded 드라이버와 



14 

 

통신을 하고 나머지 모터와는 TTL로서 직렬 통신으로 구성이 된다. 

이러한 통신 구조에 의해 손목의 신전과 굴전의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나머지 로봇 관절에 대해서는 MAXON사의 EPOS2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권선의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각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CANopen 통신 규약을 이용하여 통신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ID가 1인 EPOS2 드라이버와 통신을 통해 

나머지 드라이버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다.  

각 ID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는 그림 8에 나와있는 움직임을 

담당한다.  

전체 드라이버의 전력은 24V의 1000W용량의 전원 

공급기로 공급하도록 구성하였다. 

 

2.2.2. 초기 설정(Initialize) 

로봇을 구동하기 전, 6번 축을 제외한 나머지 축은 전원이 

인가됨과 동시에 현재 모터의 위치를 ‘0’으로 초기화 한다. 이러한 

값은 의미가 없는 값이며, 기준 위치에 근거하여 위치를 초기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값을 설정하기 위해 MAXON 사에서 

제공하는 초기값 설정 기능(Homing Method)를 이용하여 초기 

위치를 설정하였다. 각 축에 사용된 초기 설정 방식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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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축 착용형 로봇의 각 축의 초기 설정 방식 

Body Part Axis number Homing Method 

Shoulder 

Axis 1 Current Threshold Negative Speed & Index 

Axis 2 Current Threshold Positive Speed & Index 

Axis 3 Actual position 

Elbow 
Axis 4 Current Threshold Positive Speed & Index 

Axis 5 Current Threshold Negative Speed & Index 

 

 

초기 설정 기능에서 ‘Current Threshold’의 기능은 모터를 

구동하다가 어떠한 기계적인 파트에 의해 움직임이 방해 받는 경우,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류 값 보다 높아 질 

경우를 초기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Negative’와 ‘Positive’의 의미는 초기 값 설정을 위해 

모터를 구동하는 방향이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을 의미한다. 

‘Actual position’ 기능은 현재 모터의 위치를 초기 위치로 

설정하는 기능이다. 3번 축의 경우 기계적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계구조에 의한 초기값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Actual position’기능을 통해 초기 위치를 설정하였다. 향후에 

기계적 안전장치를 설계하여 부착할 경우, 다른 방식을 통해 초기 

값 설정을 진행할 것이다. 

여섯 번째 축인 손목의 신전과 굴전을 담당하는 모터의 

경우 10-bit의 ‘Absolute encoder’가 내장되어 있어 따로 

초기화가 필요하지 않다. 

3번 축과 6번 축을 제외한 나머지 축의 경우, 초기 값을 

설정한 위치에서 다음 안전각까지 각 모터의 장착된 ‘Encod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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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의 기어비에 의해 일정한 위치 값으로 표현이 된다. 각 

모터의 사양에 맞추어 각도 값을 선형적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2.4. 기구 정의 

설계한 6축 착용형 로봇을 기구학 적 표현인 Denavit-

Hartenberg (DH)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6축 착용형 로봇의 구조에 따른 설정된 DH 변수: Li는 각 팔의 길이

를 나타내고 7’의 관절은 손 끝의 방위와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 

 

 

손 끝을 정의하기 위해 가상의 좌표계인 7`-joint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표현된 기구를 변환행렬(Transformation 

matrix)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oint i     
1 0 0 0  −  2  

2 − 2  0 0  +  

3 − 2  0 L1  +  

4 − 2  0 0  +  

5 − 2  0 L2  −  2  

6 − 2  0 0  −  2  

7’ 0 L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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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5. 위치 보간 및 궤도 생성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위치 각도에 대해서 실시간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위치 값들에 대한 

적절한 보간을 통해 궤도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경유점을 포함하는 경우의 다구간 선형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보간을 하였다.[17] 특히 본 시스템에서는 입력되는 위치 값의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정의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궤도는 시작구간, 연속구간 그리고 

종료구간으로 나뉘어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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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구간의 경우에는 수식 (2)에 의해 경로가 생성 된다.  

2 1 1
1 1,    

s st t
q q qq q-

= =
&

& &&

 
(2) 

정지 상태에서 두 개의 값을 이용하여 초기속도를 계산하고 

이에 맞도록 가속도를 계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경로점이 입력되기 때문에 입력된 3개의 값을 통해 연속 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연속구간에서의 경로생성은 수식 (3)과 같다. 

1 1,    n n n n
n n

s st t
q q q qq q+ -- -

= =
& &

& &&

 
(3) 

마지막으로 종료구간의 경우에는 수식 (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0,    f
f f

st
q

q q --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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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션 캡쳐 

2.3.1. 센서 착용 

건측 움직임에 대한 모션 캡쳐에는 AHRS센서를 

사용하였다. 그림 9과 같이 4개의 AHRS센서와 무선 수신장치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진이 사용한 AHRS센서는 3축 자이로센서, 3축 

가속도센서, 3축 지자기센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9. 모션 캡쳐를 위한 AHRS 센서 시스템: 총 4개의 AHRS 센서를 

이용하여 건측 움직임 값을 받아오고, 이를 무선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 

 

그림 10은 4개의 센서의 착용 위치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와 센서 좌표계의 방향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18] 

기준 센서의 경우 복장뼈의 칼돌기(Xiphoid process) 

앞쪽으로 착용한다. 센서의 x축이 앞쪽을 향하도록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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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팔 센서의 경우 어깨뼈의 봉우리 (Acromion of 

scapula)와 가쪽위관절융기 (Lateral epicondyle) 사이의 

중간지점에 착용한다. 이때 y축이 가쪽을 향하도록 착용한다. 

아래팔 센서의 경우 자뼈붓돌기 (Styloid process of ulna) 

바로 위쪽으로 착용한다. 이때 센서의 y축이 가쪽을 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손 센서의 경우 손허리뼈머리 (head of 

metacarpal) 바로 위쪽으로 착용한다. 이때 센서의 y축이 가쪽을 

향하도록 한다. 

 

 

 

그림 10. AHRS 센서 착용 위치에 대한 해부학적 표현과 각 센서의 착용 

방향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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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준 좌표계 재설정 

모든 AHRS센서는 관성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회전 

쿼터니언(Quaternion)을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센서의 회전 

쿼터니언을 기준으로 나머지 센서를 재설정 해야 한다.  =  × 											 = 1,2,3 (5) 

수식 (5)을 이용하여 새로 기준 센서를 기준으로 재정렬된 

쿼터니언 값을 얻을 수 있다.  

 

2.3.3. Yaw 보정 

쿼터니언 값을 Euler 표현법으로 바꾸었을 때의 Yaw 값의 

경우 지자기를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하지만 지자기의 경우 환경에 

민감해서 각 센서 별로 yaw값이 차이 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센서 

착용시 팔의 외형 굴곡으로 인해 약간씩 편차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착용 상태에서 센서를 정렬시킨 다음 Yaw값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  		,						
 = cos(/2)				 = 0																			 = 0																					＝− sin(/2)		,  = 1,2,3 (6) 

수식 (6)를 이용해서 기준 센서를 기준으로 정렬된 

센서과의 yaw 각도 편차를 계산하여 보정 쿼터니언을 생성하고 

이를 수식 (7)처럼 yaw각도가 보정된 회전 쿼터니언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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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3 (7) 

그림 11은 정렬되지 않은 Yaw 값에 의한 변위 값이 

보정에 의해 기준 센서를 기준으로 일렬로 정렬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1. 각 센서의 Yaw각도 편차의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 

 

2.3.4. 관절 좌표 계산 

어깨 관절점을 기준으로 한 팔꿈치, 손목 그리고 손 끝의 

3차원 좌표를 계산해서 모션 캡쳐를 수행한다. 각 회전 쿼터니언을 

이용하여 회전 행렬을 계산하고, 이 회전행렬과 미리 측정된 

사용자의 팔길이(위팔길이, 아래팔길이, 손길이)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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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8) 

 

수식 (8)과 같이 위팔 회전 행렬의 3열 벡터 성분에 위팔 

길이를 곱하여 팔꿈치의 3차원 좌표를 얻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팔꿈치 3차원 좌표를 기준으로 한 손목 좌표를 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손끝의 3차원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센서 좌표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좌표를 로봇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거울 좌표로 변환을 한다. 변환에는 간단한 축변환 

공식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2.3.5. 역기구학을 이용한 관절각 계산 

그림 4의 기구학적 도식도에 따라 도출한 변환행렬과 3차원 

좌표사이의 대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관절각  에서  까지 

계산하였다. 모션 캡쳐를 이용하여 도출한 팔꿈치, 손목 그리고 

손끝 좌표를 각각 P1, P2, P3라고 할 때, 변환행렬과의 관계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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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의 () 는 변환행렬의 곱에서 직교 좌표 벡터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그림 4에서 도출한 변환 행렬을 이용해 P1과의 

관계식을 도출하면 수식 (10)와 같이 되며, 이 관계에 의해 수식 

(11)을 통해 관절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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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8)의 관계를 통해 수식 (12)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0 1 2 3 4
1 2 3 4 50 1

R P
T T T T Tæ ö

=ç ÷
è ø

 (12) 

여기에 수식(10)에서 얻은 관절 각 과 를 이용해  를 

구하고, 이의 역행렬를 이용하여 새로운 관계 수식 (13)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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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 관계에 의해 수식 (14)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한 

대수적인 계산으로 관절 각 과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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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관절 각  과  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3 0 1 2 3 4 5 6
1 2 3 4 5 6 7 '0 1

R P
T T T T T T Tæ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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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법과 같이 대수적인 해로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센서를 통해 사람 팔의 중간 관절(팔꿈치, 

손목, 손끝) 위치 값을 알기 때문이다. 중간 관절의 값을 알기 

때문에 6축 로봇 팔을 나누어서 역기구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이다. 둘째로, 사람 관절각은 18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각도가 좁은 관절이기 

때문이다. 대수적인 해를 이용하여 풀게 되면 해가 나올 수 없는 

위치가 있는데, 이는 사람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ROM(Range 

of motion)을 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풀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이유로 대수적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도 있다. 

사람의 팔 전체의 움직임은 통상적으로 7축의 머니퓰레이터와 같다. 

따라서 손 끝점만을 이용하여 관절각의 해를 구하게 될 경우에는 

여유자유도(Redundancy)에 의한 무수한 해를 갖기 때문에 유일 

해를 갖는 대수적으로 풀어야 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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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 프로그램 

6축 착용형 로봇 거울 치료 시스템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National Instruments 사의 LabVIEW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다. 

User Interface (UI)는 그림 12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2. 6축 착용형 로봇 거울 치료 시스템의 UI(컨트롤 패널) 

 

‘Control Panel’ 에서는 전체 로봇 시스템을 연결, 초기화, 

시작, 정지 그리고 종료의 명령을 처리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로봇과의 통신 연결을 위한 포트 설정과 로봇의 초기 위치 값을 

설정하기 위한 초기화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거울 치료의 시작과 

정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있다. 

‘Sensor Information’부분에는 모션 캡쳐를 위한 4개의 

센서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포트를 설정하여 연결을 

할수 있으며, 6개의 로봇 각도로 계산된 값을 표시해 주도록 

되어있다.  



28 

 

‘6-Axis Robot Information’부분은 로봇에 대한 

제어명령과 상태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각 축을 

Enable/Disable할 수 있도록 명령 버튼이 각 축마다 되어있고, 

연결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 표시장치가 있다. 또한 각 축의 위치, 

속도 그리고 전류값을 표시해주어 로봇의 각 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금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 구조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전체 시스템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 각 루프에 따라 담당하는 기

능과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 

 

총 4개의 멀티 스레드(Multi-thread)구조로 구성하였다.  

메인 루프인 첫 번째 루프에서는 사용자 명령 이벤트를 

감지하여 명령에 따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명령은 

하위루프인 두 번째 루프로 입력된다. 

두 번째 루프에서는 명령에 따른 동작 수행 및 처리를 



29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귀적 호출에 의해 반복 동작을 

수행하기도 한다. 동작 수행 및 처리에 의해 나온 결과 값이나 상태 

값들은 세 번째 루프로 입력이 된다. 

세 번째 루프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다양한 상태 값들을 

업데이트 하거나, 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 번째 루프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역기구학 

문제를 풀어 관절 값으로 계산 값을 두 번째 루프로 보내 동작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프로그램 구조는 생산자/소비자(Producer/Consume) 

구조로 구현되었고, 각 루프는 큐(Queue)에 의해 동기화 되어있다. 

또한 사용자 이벤트(User event)에 의해 하위 루프의 에러를 메인 

루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5. 실험 방법 

2.5.1. 실험 목적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6축 착용형 로봇을 이용한 거울 

치료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시스템은 총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건측의 움직임을 받아오는 부분과 환측에 거울상 

움직임을 가능하게 부분이다. 본 연구의 임상시험에서는 건측의 

움직임을 받아오는 모션 캡쳐 시스템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설계하였다.  

이 임상시험의 목적은 측정된 피험자의 팔길이와 센서의 

자세값을 근간으로 계산한 3차원 좌표와 실제 공간상의 위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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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도를 비교하여 건측 움직임 모션 캡쳐의 정확도를 보고자 한다. 

 

2.5.2. 실험 설계 

본 임상시험에는 정상인 10명(남자 5명, 여자 5명)이 

참여하였으며, 모집된 피험자는 23세에서 28세 사이의 건강한 남, 

녀이다. 

본 임상시험의 피험자들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면제 판정을 받아 진행하였다. 

피험자의 위팔, 아래팔 그리고 손의 길이를 줄자로 측정한다. 

위팔의 기준은 어깨뼈의 봉우리 (Acromion of scapula)부터 

가쪽위관절융기(Lateral epicondyle), 아래팔의 기준은 

가쪽위관절융기부터 자뼈붓돌기(Styloid process of ulna), 그리고 

손의 기준은 자뼈붓돌기부터 손허리뼈머리(head of 

metacarpal)까지로 정하였다.  

그림 10과 같이 피험자의 몸통과 왼팔에 4개의 센서를 

착용한다. 착용을 완료하고 기본 자세에서 보정 작업을 실시한다.  

실험환경은 그림 14와 같이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목표점으로부터 어깨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높낮이가 가능한 의자, 

건측의 움직임에 대한 모션 캡쳐를 담당하는 AHRS센서와 그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신장치 그리고 센서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처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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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성능평가를 위한 장치 구성: 실험값 처리 프로그램, 센서 시스템, 

목표점 그리고 높이 조절 의자 

 

보정이 완료되면 피험자는 그림 15과 같이 전방에 배치된 

9개의 목표점에 평행하게 앉는다. 이때 피험자의 어깨 점이 배치된 

9개의 물체의 정가운데인 5번 목표점와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한다. 거리는 50cm를 유지한다. 그 후에 1번 물체부터 9번 물체를 

차례로 왼손의 3번째 손허리뼈머리을 이용하여 터치한다. 이러한 

동작을 12회 반복하여 각 목표점당 12번씩 실험값을 얻는다. 

차례로 목표점를 터치하는 이유는 센서의 Drift 에러에 대한 현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12번개씩 얻은 실험값은 초기 값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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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제하고 총 10개의 실험값을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어깨점을 기준으로 한 목표점의 3차원 좌표는 표 4과 같다. 

 

그림 15. 목표점 간 거리와 어깨점과 목표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좌표계 

설정 

 

표 4. 어깨 관절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계에 따라 배치된 9개의 목표점 

3차원 공간 좌표 

Point i (mm) (mm) (mm) 

1 -500 -200 -200 

2 -500 0 -200 

3 -500 200 -200 

4 -500 -200 0 

5 -500 0 0 

6 -500 200 0 

7 -500 -200 200 

8 -500 0 200 

9 -500 200 200 

 

다음으로는 몸통에 착용한 기준센서를 풀어 몸의 움직임에 

독립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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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몸통에 기준센서를 착용함으로써 기준센서의 착용 여부로 

인한 대조 실험을 하기 위함이다. 

 

3. 결과 및 분석 

3.1. 전체 시스템 정확도 

표 5와 표 6은 전체 측정된 센서 측정값이 반지름 r인 

구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개수를 통해 정확도를 계산한 것이다. 표 

5는 기준 센서를 몸에 착용했을 때의 값이고, 표 6는 기준센서를 

몸에 착용하지 않고 고정시키고 측정한 값이다.  

실험 시 피험자간 동일하게 어깨점을 정렬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를 5번 목표점을 기준으로 정렬한 후 분석을 

하였다. 

목표점간의 최단 간격이 20cm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0cm 

인 구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보았다. 또한 구의 부피를 비율로서 

줄인 반지름에 따라서도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표 5. 기준 센서를 몸에 착용 했을 때, 목표점 별 영역에 따른 성공률과 

RMSE 

Volume 

ratio 

Radius of Sphere r 

(cm) 

Number of points in volume 

(Total N=900) 

Success rate 

(%) 

RMSE 

(mm) 

1 10.0 807 89.67 

66.57 
1/2 7.9 678 75.33 

1/4 6.3 514 57.11 

1/8 5.0 373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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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준 센서를 장치에 고정했을 때, 목표점 별 영역에 따른 성공률과 

RMSE 

 

반지름이 10cm인 구안에 들어간 데이터의 개수를 통해 

계산한 정확도는 89.67%와 98.56%로 나왔다. 기준센서를 

착용하지 않고 고정시켰을 때 좀더 정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3.2.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분석 

조금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 목표점 별로 따로 

분석하였다. 표 7부터 14는 피험자, 목표점 별로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Volume 

ratio 

Radius of Sphere r 

(cm) 

Number of points in volume 

(Total N=900) 

Success rate 

(%) 

RMSE 

(mm) 

1 10.0 887 98.56 

55.23 
1/2 7.9 787 87.44 

1/4 6.3 647 71.89 

1/8 5.0 466 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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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10.0cm) 

Point i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Subject 9 Subject 10 # of points 
(n=100) 

Success rate 
(%) 

1 3 6 4 10 10 10 9 10 10 10 82 82.00  
2 10 8 10 10 10 10 10 10 10 10 98 98.00  
3 10 8 7 10 10 1 10 10 2 10 78 78.00  
4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6 9 10 10 10 10 10 9 10 10 10 98 98.00  
7 10 10 10 10 10 10 10 10 9 9 98 98.00  
8 10 10 10 10 10 10 10 10 9 10 99 99.00  
9 8 10 4 10 2 3 10 0 3 4 54 54.00  

# of points 
(n=90) 80 82 75 90 82 74 88 80 73 83 807  

Success rate  
(%) 88.89  91.11  83.33  100.00  91.11  82.22  97.78  88.89  81.11  92.22    

 

표 8.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7.9cm) 

Point i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Subject 9 Subject 10 # of points 
(n=100) 

Success rate 
(%) 

1 0 0 0 7 10 8 4 9 9 10 57 57.00  
2 5 7 6 10 10 10 10 10 10 9 87 87.00  
3 3 0 4 5 10 0 7 8 0 4 41 41.00  
4 10 10 9 9 10 10 10 10 10 10 98 98.00  
5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99 99.00  
6 8 10 9 10 10 8 9 10 9 10 93 93.00  
7 10 10 10 10 5 7 10 8 6 4 80 80.00  
8 10 10 9 10 10 8 9 9 3 10 88 88.00  
9 6 10 1 7 0 0 10 0 0 1 35 35.00  

# of points 
(n=90) 61 67 58 78 75 61 79 74 57 68 678  

Success rate 
(%) 67.78  74.44  64.44  86.67  83.33  67.78  87.78  82.22  63.33  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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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6.3cm) 

Point i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Subject 9 Subject 10 # of points 
(n=100) 

Success rate 
(%) 

1 0 0 0 0 6 8 0 8 0 6 28 28.00  
2 0 3 3 10 10 7 8 10 9 7 67 67.00  
3 0 0 0 1 5 0 3 2 0 1 12 12.00  
4 10 9 8 9 8 10 8 10 6 10 88 88.00  
5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99 99.00  
6 8 10 8 9 10 6 6 10 3 7 77 77.00  
7 10 10 10 10 0 4 10 3 0 0 57 57.00  
8 6 8 7 10 7 5 8 4 3 4 62 62.00  
9 4 8 0 3 0 0 9 0 0 0 24 24.00  

# of points 
(n=90) 47 58 46 62 56 50 62 57 31 45 514  

Success rate 
(%) 52.22  64.44  51.11  68.89  62.22  55.56  68.89  63.33  34.44  50.00    

 

표 10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5.0cm) 

Point i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Subject 9 Subject 10 # of points 
(n=100) 

Success rate 
(%) 

1 0 0 0 0 1 2 0 4 0 3 10 10.00  
2 0 0 0 9 10 5 3 10 8 4 49 49.00  
3 0 0 0 0 1 0 0 0 0 0 1 1.00  
4 10 8 4 8 6 9 6 10 0 10 71 71.00  
5 9 10 10 10 10 10 9 10 10 9 97 97.00  
6 7 7 5 5 8 3 3 7 1 6 52 52.00  
7 10 10 8 6 0 0 9 0 0 0 43 43.00  
8 2 7 3 9 2 0 8 1 0 3 35 35.00  
9 0 6 0 1 0 0 8 0 0 0 15 15.00  

# of points 
(n=90) 38 48 30 48 38 29 46 42 19 35 373  

Success rate 
(%) 42.22  53.33  33.33  53.33  42.22  32.22  51.11  46.67  21.11  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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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10.0cm) 

Point i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Subject 9 Subject 10 # of points 
(n=100) 

Success rate 
(%) 

1 10 10 10 10 10 10 10 6 10 10 96 96.00  
2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4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6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7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9 10 10 10 10 10 10 10 9 3 9 91 91.00  

# of points 
(n=90) 90 90 90 90 90 90 90 85 83 89 887  

Success rate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4.44  92.22  98.89    

 

표 12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7.3cm) 

Point i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Subject 9 Subject 10 # of points 
(n=100) 

Success rate 
(%) 

1 3 0 7 10 10 10 4 0 9 10 63 63.00  
2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3 10 10 10 10 10 0 10 10 6 10 86 86.00  
4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6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7 10 10 10 10 10 10 10 5 10 9 94 94.00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9 2 7 4 7 9 0 10 3 0 2 44 44.00  

# of points 
(n=90) 75 77 81 87 89 70 84 68 75 81 787  

Success rate 
(%) 83.33  85.56  90.00  96.67  98.89  77.78  93.33  75.56  83.33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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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6.3cm) 

Point i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Subject 9 Subject 10 # of points 
(n=100) 

Success rate 
(%) 

1 0 0 0 10 7 7 0 0 2 10 36 36.00  
2 10 10 9 10 10 10 10 10 10 10 99 99.00  
3 9 9 9 10 10 0 6 10 1 7 71 71.00  
4 10 9 10 10 10 10 10 3 10 10 92 92.00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6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7 6 5 10 9 10 2 10 0 10 3 65 65.00  
8 7 10 10 10 10 2 10 10 5 9 83 83.00  
9 0 1 0 0 0 0 0 0 0 0 1 1.00  

# of points 
(n=90) 62 64 68 79 77 51 66 53 58 69 647  

Success rate 
(%) 68.89  71.11  75.56  87.78  85.56  56.67  73.33  58.89  64.44  76.67    

 

표 14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피험자 및 목표점에 따른 실험 값과 성공률 (R=5.0cm) 

Point i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Subject 9 Subject 10 # of points 
(n=100) 

Success rate 
(%) 

1 0 0 0 6 0 2 0 0 0 2 10 10.00  
2 5 1 6 10 10 7 7 8 8 8 70 70.00  
3 1 6 2 6 10 0 1 8 0 1 35 35.00  
4 10 6 6 10 10 10 5 0 8 10 75 75.00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00  
6 10 10 10 10 10 8 9 9 6 10 92 92.00  
7 0 1 10 6 2 0 10 0 8 0 37 37.00  
8 0 5 9 5 10 0 10 7 0 1 47 47.00  
9 0 0 0 0 0 0 0 0 0 0 0 0.00  

# of points 
(n=90) 36 39 53 63 62 37 52 42 40 42 466  

Success rate 
(%) 40.00  43.33  58.89  70.00  68.89  41.11  57.78  46.67  44.44  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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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1부터 5는 남자 피험자이고, 피험자 6부터 10은 

여자 피험자이다. 피험자 별로는 유의한 차이점이 없다. 

목표점 별로 따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앙점인 5번 

목표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일수록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1번, 3번, 7 번, 9번의 목표점이 정확도가 낮았다.  

목표점의 구역을 좌(1번, 4번, 7번), 우(3, 6, 9번)와 상(7번, 

8번, 9번), 하(1번, 2번, 3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를 시행하였고, 

유의 수준은 0.05로 양측 검증하였다. 

표 15는 기준 센서를 착용했을 때 목표점 구역을 좌, 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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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목표점의 좌, 우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 

R=10.0cm Left side area Right side area 

Mean 0.933 0.767 
Variance 0.008 0.035 

N 10 
t-statistic 2.315 
p-value 0.046 

  

R=7.9cm Left side area Right side area 

Mean 0.783 0.563 
Variance 0.009 0.035 

N 10 
t-statistic 3.345 
p-value 0.009 

  

R=6.3cm Left side area Right side area 

Mean 0.577 0.377 
Variance 0.035 0.028 

N 10 
t-statistic 3.586 
p-value 0.006 

  

R=5.0cm Left side area Right side area 

Mean 0.413 0.227 
Variance 0.035 0.014 

N 10 
t-statistic 4.000 
p-value 0.003 

 

기준 센서를 착용했을 때 좌, 우의 경우에는 우측의 정확도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6은 기준 센서를 착용했을 때 목표점 구역을 위, 

아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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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기준 센서 착용 시, 구의 반지름 별 목표점의 상, 하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 

R=10.0cm Upper side area Lower side area 

Mean 0.837 0.860 
Variance 0.018 0.020 

N 10 
t-statistic -0.376 
p-value 0.716 

  

R=7.9cm Upper side area Lower side area 

Mean 0.677 0.617 
Variance 0.058 0.069 

N 10 
t-statistic 0.440 
p-value 0.670 

  

R=6.3cm Upper side area Lower side area 

Mean 0.477 0.357 
Variance 0.097 0.057 

N 10 
t-statistic 0.777 
p-value 0.457 

  

R=5.0cm Upper side area Lower side area 

Mean 0.310 0.200 
Variance 0.102 0.029 

N 10 
t-statistic 0.779 
p-value 0.456 

 

 

기준 센서를 착용했을 때 상, 하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은 기준 센서를 고정했을 때 목표점 구역을 좌, 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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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목표점의 좌, 우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 

R=10.0cm Left side area Right side area 

Mean 0.987 0.970 
Variance 0.0.002 0.005 

N 10 
t-statistic 0.631 
p-value 0.544 

  

R=7.9cm Left side area Right side area 

Mean 0.857 0.767 
Variance 0.029 0.042 

N 10 
t-statistic 0.959 
p-value 0.363 

  

R=6.3cm Left side area Right side area 

Mean 0.643 0.573 
Variance 0.059 0.016 

N 10 
t-statistic 0.767 
p-value 0.463 

  

R=5.0cm Left side area Right side area 

Mean 0.407 0.423 
Variance 0.039 0.021 

N 10 
t-statistic -0.190 
p-value 0.854 

 

기준 센서를 착용했을 때와는 달리 좌, 우의 정확도 차이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표 18은 기준 센서를 고정했을 때 목표점 구역을 상, 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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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기준 센서 고정 시, 구의 반지름 별 목표점의 상, 하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 

R=10.0cm Upper side area Lower side area 

Mean 0.970 0.987 
Variance 0.005 0.001 

N 10 
t-statistic -0.631 
p-value 0.544 

  

R=7.9cm Upper side area Lower side area 

Mean 0.793 0.830 
Variance 0.020 0.020 

N 10 
t-statistic -0.733 
p-value 0.482 

  

R=6.3cm Upper side area Lower side area 

Mean 0.497 0.687 
Variance 0.031 0.034 

N 10 
t-statistic -2.677 
p-value 0.025 

  

R=5.0cm Upper side area Lower side area 

Mean 0.280 0.383 
Variance 0.058 0.037 

N 10 
t-statistic -1.151 
p-value 0.279 

 

기준 센서를 고정했을 때 상, 하의 정확도 차이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이하게도 정확도의 판별 

기준인 가상의 구의 반지름이 6.3cm일 때, 위와 아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부터 23은 피험자에 따라 목표점을 찍은 형태의 

좌표 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6부터 2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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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피험자이고, 그림 21부터 25은 여자 피험자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또한 각 그림의 좌측 그래프는 기준센서를 착용했을 때, 

우측 그래프는 기준센서를 고정했을 때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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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피험자 1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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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피험자 2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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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피험자 3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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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피험자 4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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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피험자 5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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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피험자 6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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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피험자 7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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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피험자 8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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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피험자 9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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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피험자 10의 센서 착용 시 실험 값(좌)와 센서 고정 시 실험 값(우) 그래프: ‘*’는 목표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O’는 실험값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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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기준 센서를 착용했을 때 

데이터의 분포는 기준 센서를 고정 했을 때 보다 넓은 분포를 하는 

것으로 관찰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피험자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번 

목표점과 실제 실험 값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험 결과 표에서도 정확도가 낮은 9번 목표점에 경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거리에 대해 센서 값이 

따라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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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4.1. 실험 결과 고찰 

센서 4개를 이용하여 어깨점을 기준으로 20cm 간격으로 

떨어진 물체를 50cm 거리를 두고 구분하는 실험으로서 정확도를 

판별해보았다.  

전방 50cm 앞의 물체를 90%가 가까이 되는 확률로 구분 

했다는 면에서는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센서의 부정확성이 관찰된 이유는 센서를 피험자의 

몸에 착용했을 때, 사람 팔의 형상이 불균일하고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센서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람의 팔 

관절이 단순 관절이 아닌 실제로는 복합적인 형태의 관절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모션 캡쳐를 통해 움직임을 계산할 때 어깨 

관절을 하나의 유니버설 조인트로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이다. 실제로 어깨 움직임의 경우 

위팔어깨관절(Glenohumeral joint) 뿐만 아니라 견갑흉부의 

움직임(Scapulothoracic movement)와 같은 다양한 뼈들의 

복합적인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다.[20, 21] 특히, 9번 목표점의 

부정확성은 이러한 어깨 움직임의 복합성이 최대화 되는 점이라는 

점에서 어깨 관절의 복잡성으로 인한 오차라는 점을 시사한다.  

피험자 별로 분석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거울 치료를 위한 모션 캡쳐 시스템이 피험자의 성별, 팔길이 등, 

사람에 따른 요인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 센서를 착용했을 때와 고정했을 때를 비교한 것은 

기준 센서 착용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로 실험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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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표현 했을 때, 기준 센서를 착용했을 때 흩어짐의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보아 피험자의 흉부에 부착한 센서가 호흡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기준 센서를 착용 했을 때 좌, 

우의 정확도가 유의하게 차이 났던 것은 팔의 움직임에 의한 몸의 

회전 움직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호흡의 효과와 팔 동작에 대해 독립적이면서 사람의 

몸 움직임에는 종속적인 센서 부착부위를 고안하여 기준 센서 

착용을 한다면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6축 착용형 로봇을 이용한 거울치료 시스템에서 정확한 

거울상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션 캡쳐 부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센서를 정확하게 착용하는 것 

만으로 정확도 향상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10명의 피험자 실험 값을 분석해보니 실험 값들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실험 값들이 단순히 흩어져서 산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림 26과 같이 가상의 평면에 점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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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X-Y평면에서 본 한 피험자의 실험 값 분포 

 

그림 26은 피험자 중 정확도가 가장 낮았던 실험값의 X-

Y평면을 관찰 한 것이다. 무작위로 분포한 것이 아닌 어느 

기준으로부터 회전된 한 평면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여 3차원 좌표들을 대표할 수 있는 2차원 좌표로 정의하여 

그 평면과 기준 3차원 평면이 이루는 벡터의 회전을 통해 기준 

평면에 일치했을 때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그림 27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기준 좌표계에 

직교하도록 실험 값들을 정렬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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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실험값을 기준 평면
에 맞게 회전 변환 

 

그림 28은 X-Y평면을 통해 본 회전 변환 전, 후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8.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회전 변환의 전, 후의 실험 값 관찰: X-Y 
평면 

 

회전 변환을 통해 기준 평면에 정렬한 실험 값들의 

정확도를 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표 19에 정리되어있다. 

표 19.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회전 변환 이후의 구의 반지름 별 성공률의 
변화 

Volume ratio Radius of Sphere r 
(cm) 

Before  
Success rate (%) 

After 
Success rate (%) 

1 10.0 81.11 83.33 

1/2 7.9 63.33 72.22 

1/4 6.3 34.44 55.56 

1/8 5.0 21.11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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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변환 후 정확도에서 큰 향상을 보였다.  

전체적인 실험 값에서 위의 경우와 같이 기준 평면을 대해 

조금씩 회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전의 원인은 

기준센서의 착용 불안정, 어깨 관절의 복잡성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위의 분석을 하고 간단한 선형 변환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4.2. 발전 방향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성능 평가 결과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한계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우선은 어깨 관절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깨 부분에 

AHRS 센서를 추가하여 어깨에 대한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모션 캡쳐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어깨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준 센서를 

이용하여 기준 좌표계를 사용자에게 구속하기 위한 여러 논의도 

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잘못 착용된 센서에 대해 분석을 하고, 

제대로 착용이 가능하도록 착용 후 보정 과정을 통해 정확성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해야 한다. 

만약의 시스템의 오차로 인하여 사람의 팔이 도달 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제약(Anatomic safe rage)을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하여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모션 캡쳐 시스템의 성능 검증뿐만 아니라, 6축 착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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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검증을 해야 전체 적인 시스템의 신뢰성을 판단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통신 구조를 간소화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이고, 

제어 알고리즘과 기구 설계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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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6축 착용형 거울치료 로봇 시스템은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4개의 AHRS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의 전체 상지 움직임의 

모션캡쳐가 가능하며, 몸에 착용된 기준센서를 통해 기준 위치에 

대한 구속을 없애서 사용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모션 캡쳐 부분의 향상뿐만 아니라 거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착용형 로봇도 보완하였다. 또한 ADL에 필수적인 

움직임을 선정함으로써 전체적인 로봇 디자인에 반영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로봇 설계가 가능하였다. 또한 사용자에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착용이 가능한 외골격 로봇을 개발하여 거울 치료에 맞게 

제어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축 착용형 로봇의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실험보다는 그 전단계인 사용자의 건측 움직임 모션 캡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10명의 피험자의 리칭 동작을 

통해서 모션 캡쳐 시스템의 성공률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일상 생활 동작에 맞추어 디자인 한 목표점들에 대한 

성공률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임상에서 

쓰이고, 나아가 일상 생활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찰 부분에서 서술 

하였지만, 다양한 원인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거울 치료 

시스템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HRS 센서를 이용한 모션 캡쳐 방식의 신뢰성과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되고, 상지 움직임의 대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6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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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골격 착용형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일상생활동작을 위한 착용형 

로봇 개발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6축 착용형 로봇 거울 치료 시스템은 

단순히 거울 치료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지만, 다른 재활 

치료에도 사용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의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사람의 모션에 따라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 착용형 

로봇을 이용한 근력증강 및 일상 생활 보조의 영역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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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6-DOF Wearable Mirror 

Therapy Robot System 

 

Wonshik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Bio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wearable mirror 

therapy robot system to improve the effect of existing mirror 

therapy.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help the hemiplegic 

patients’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let them return to their 

daily life as soon as possible. This system, like conventional 

mirror therapy, not only rehabilitate patients via stimulating the 

brain by giving an optical illusion, but also stimulates the brain 

by providing the actual mirror image movement to the patients. 

The 6-DOF wearable mirror therapy robot that we 

developed in this study divides into two major sub-systems. 

One is a motion capture system for calculating the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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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 motion, and the other is a 6-DOF exoskeleton robot 

system which enables the movement of the paralyzed arm. The 

motion capture system applied a calculation method for user’s 

healthy arm motion using 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 (AHRS) sensors, which is a relatively less restrictive 

method than other methods. It can calculate the arm’s motion 

with respect to user’s own body, and applied a technique that 

corrects the errors from geomagnetic field disturbances. 6-

DOF wearable robot system was manufactured such that the 

user can equip it and can be adjusted to various patients’ arm 

length. Also, the safety angle was limited for the patient’s 

safety. Moreover, it was developed such that it can move 

smoothly via algorithm which interpolates the input values from 

the continuous motion and generates the path. 

Experiment was proceeded to verify the overall 6-DOF 

wearable mirror therapy robot system. The experiment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uccess rate of the motion capture 

system. The success rate was evaluated by making a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spatial coordinates and the 

calculated coordinates from sensors while performing reaching 

motion toward 9 target points in front of the subjects. Also, the 

control experiment was conducted in order to see the effect 

from a reference sensor. By doing this process, the systems’ 

shortcomings was comprehended and the future improvement 

direction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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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6-DOF wearable mirror therapy robot system 

suggested from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patients’ rehabilitation. Moreover, not only for the mirror 

therapy, it can also be applied to other rehabilitation treatments. 

Furthermore, this system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technology, which enables the robot to follow human’s motion 

and which increases muscular strength and daily life assisting 

area using wearable robot, in the medical area as well as the 

industrial area. 

 

 

Keywords: Mirror therapy, Wearable robot, Exoskeleton robot, 

Motion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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