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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의해  

   주어짂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하거나 작동하는 기계 

 

• 인조인간? 자동인형? 

 

• 산업용/의료용/우주용/해저용 



재활영역에서의 로봇 

• 치료용 로봇 

   - 상지 

   - 하지 

   - 몸통 

• 복지 로봇 

   - 일상생활보조 

   - 이동 보조 





상지 재활치료를 위한 로봇 

• 반복적인 운동 가능 

• 젂후 평가 및 치료세션별 Data 

• P grade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상지재활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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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재활로봇의 종류 



1. MIT-manus (IMT)  

• 가장 일찍 상용화된 상지 재활 로봇 

    - 1989년 개발 

    - 1994년부터 stroke 환자에게 적용 

    - 팔꿈치와 상완 움직임을 위한 2병짂 자
유도 

    - 직접구동방식의 Bar-linkage SCARA 
(Selective Compliance Assembly Robot 
Arm)  



MIT-manus (IMT)  

 

 

 

 

D:/강의/상지로봇/IMT-W.mp4


IMT (Arm) 



IMT (W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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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meo 

• Armeo spring 

• Armeo pediatrics 

• Armeo power 

• Armeo manovor 

• Armeo Boom 

 





Armeo Spring 

• 스프링을 사용하여 상지의 무게를 지지 

• 뻗기 동작을 중심으로 구현 

• MMT P grade 이상  

 



Armeo Spring Ped 

D:/강의/상지로봇/Armeo-ped.mp4


 



Ameo Power 

• 6자유도 모터 구동 구조  

   => 자연스러운 3차원 공간의 움직임 가능 

D:/강의/상지로봇/Armeo-power.mp4


Ameo Power 
• 외형 크기 및 중량: 800L x 800W mm, 약 85kg 

• 높이 조절 범위: 400 mm 

• 보조 팔: Forearm 길이 (팔꿈치부터 손): 290~390 mm, 

Arm 길이 (어깨부터 팔꿈치): 220~310 mm 

• 전원 : 230V AC/ 50-60Hz  

• 넓은 3-D 작업 공간 안에서 환자팔의 무게 및 이동 경로를 보조해주는 로봇 팔 

• 팔 동작의 정밀한 재현을 위한 각 관절 부위 별 움직임 동시 혹은 개별 선택 가능 

ex) "Elbow flex./ext.", "Shoulder horiz. add./add.", "Shoulder flex./ext.". “Pro-/supination" 

"Grasp/release", "Wrist flex./ext." 

• 로봇팔과 환자 Upperarm 및 Forearm과의 고정을 위한 Cuff  

• 왼팔과 오른팔의 손쉬운 교체를 위한 분리형 Forearm (좌/우) 

• 손잡이 bar안의 내장된 센서를 통해 손의 쥐고 펴는 동작을 감지하는 핸드그립  

• 환자의 앉은키에 맞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리프팅 스탠드 

• 장비 운영을 위한 필수 데이터가 저장된 ArmeoControl PC. 

• 수입사가 자체 지원하는 19인치 Philips 모니터 

• 환자의 상태에 맞는 관절 별 lock/unlock 선택 가능 

 







Armeo Manovor 



3. ReJoyce 

• 캐나다 Rehabtronics에서 개발 

• 젂기모터가 없이 스프링으로 구성된 수동
식 구조 

• 손잡이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뻗기, 문손잡
이 돌리기, 잡고 당기기 등 가능 

 

 



4. JACO 

• 캐나다 Kinnova사에서 개발 

• 6자유도의 로봇팔 + 3개의 손가락 

• 휠체어 장착용 로봇팔 

 



5. RAPAEL 

D:/강의/상지로봇/[mix]20140916_102530_쥐는힘_푸는_순간에_센서_인식_2.avi
D:/강의/상지로봇/[mix]생선굽기_뒤침ROM센서.avi


상지재활로봇의 효과 



N=12 (4-12years)                                                          N=12 (5-15years)       



N=12 
(5-12years) 
 
2/week for 
8week 



n=31 (4-16years) 







감사합니다 


